제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2010년 11월 18일(목요일)
그랜드 볼룸 I
101호

102호

그랜드 볼룸 II
103호

07:30∼08:50

104호

105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208호

201호

등 록

08:50∼09:00

09:00∼12:30

그랜드 볼룸 III

개회식

혈관

이식 / 총론

의대 및 의전원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과
최신 지견

비만 대사

12:30∼13:30
13:30∼15:00

탈장

15:00∼15:20
15:20∼16:20
16:20∼16:30

대사 영양

비만 대사

외과 군의관 및
공보의를 위한
주임 교수 및
Session I
(13:30~16:10)
과장 회의

혈관
화상

16:30∼17:00

17:00∼18:00

외과
전문 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

18:10∼19:00

Symposium I.
세계 속의
한국 외과 의사

환영 파티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2010년 11월 19일(금요일)
그랜드 볼룸 I

08:00∼12:00

그랜드 볼룸 II

101호

102호

103호

KOSIS

갑상선
내분비

내시경 복강경

12:00∼12:30

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8:00

KOSIS

갑상선
내분비

내시경 복강경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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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볼룸 III
104호

105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208호

201호

위

외과 군위관 및
공보의를 위한
Session II

소아 외과

임상 종양

위

내시경
복강경

소아 외과

임상 종양

제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2010년 11월 20일(토요일)
그랜드 볼룸 I
101호

102호

그랜드 볼룸 II

그랜드 볼룸 III

103호

104호

105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208호

201호

08:00∼09:00
09:00∼10:00
유방

유방

간담췌

대장항문

대장항문

간담췌

신 의료행위 평가:
로봇

10:00∼12:00

12:00∼12:30
12:30∼13:30

의료심사
심포지엄

외과학회 총회
Luncheon

Luncheon

Symposium II.

13:30∼15:20

Lessons From
Another Fields

15:20∼15:30

유방

유방

간담췌

대장항문

대장항문

간담췌
Symposium III.
How to
reduce the
Learning
Curve

15:30∼18:00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2010년 11월 21일(일요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연수강좌

개원의 연수강좌

의과학연구원 1002, 1003호

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병원지하 1층 세미나실

Unit 1

Unit 2

개원의 연수강좌

술기교육
[병원 6층]

Unit 2

08:00∼09:00

09:00∼12:30

12:30∼13:30

13: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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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분야별 일정표
분
야
별
일
정
표

분야별 일정표 [11월 18일(목)]
그랜드 볼룸 I

그랜드 볼룸 II

그랜드 볼룸 III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혈관]

[이식/총론]
[탈장], [화상]

[심포지엄]

[외과학 최신지견]
[대상영양]

[비만대사]

[심포지엄]

[주임교수 과장회의]
[심포지엄]

외과 군의관
및
공보의를
위한
Session I

주임교수
및
과장회의

07:30

등 록

08:50

개회식

09:00
09:30
10:00
10:30

구연발표 I
(I-01∼I-06)

일반연제
(총론 I)
(III-01∼III-06)

일반연제
(총론 II)
Coffee break
(III-07∼III-12)

11:00
11:30

컨퍼런스룸(북)

Quick
Presentation
(I-07∼I-18)

12:00

일반연제 I
(VII-01∼VII-10)

의대 및 의전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외과
최신
지견

Coffee break

특 강
패널토의.
Sleeve
Gastrectomy
vs. Gastric
Banding

일반연제
(이식)
(II-01∼II-07)

12:30
13:00
13:30
14:00

구연발표 II
(I-19∼I-24)

15:00

Coffee break

15:30

설명회:
의료에서 스마트폰

증례발표

[화상]
자유연제
해외연수 장학금 수혜자
(VI-01∼VI-06)

회장강연
외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Coffee break
Coffee break

일반연제
(V-01∼V-05)

귀국 보고

16:30
17:00
17:30

Symposium.
Endovascular
Management of
Infrainguinal Arterial
Disease

심포지엄.
중화상환자
치료의
최신 지견

18:00
19:00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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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제 II
(VII-11∼VII-15)

특 강

일반연제 II
(IV-07∼IV-08)

14:30

16:00

스마트폰의
활용법

[탈장]
일반연제 I
(IV-01∼IV-06)

심포지엄

Symposium
총 회

환영파티
(18:10∼19:00)

심포지엄 I.
세계속의
한국 외과의사

201호

분야별 일정표 [11월 19일(금)]
그랜드 볼룸 I

그랜드 볼룸 II

101호

102호

103호

[KOSIS]

[갑상선내분비]

[내시경복강경]
[외과학회 회장강연]

07:30

09:00
09:30

Opening Remarks

Symposium: 자유 연제 (I)
(VIII-01∼VIII-10)
Innovative

Free Paper I
(IX-01∼IX-05)

Technology in
Laparoscopic
Surgery

특 강 (I)

11:30
12:00

Symposium I.
Clinical study in
Korea: Now & Future
Coffee break

Coffee break

11:00

105호
[위]

203호

208호

201호

[심포지엄]
[내시경복강경]

[소아외과]

[임상종양]

개회사

Welcome Address

일반연제 I
(X-01∼X-06)

Oral
Presentation
(XI-01∼XI-07)

개회사
Opening Address

10:00
10:30

104호

컨퍼런스룸(북)

등 록

08:00
08:30

그랜드 볼룸 III

Coffee break

학회장 인사말
What’s new trial in
reconstructions after
gastrectomy?
Coffee break

Symposium II.
특 강 (II)
Video Battle
Free Paper
between
자유연제 (II-A)
Session I
Laparoscopy and
(XV-01∼XV-08) (VIII-11∼VIII-15)
Robot
10년사 회고
외과학회
회장 강연

외과 군의관
및
공보의를
위한
Session II

Quality of Life(QOL) in
Gastric Cancer

일반연제 II
(X-07∼X-12)
휴 식

일반연제 III
(X-13∼X-17)
일반연제 IV
(X-18∼X-22)

NanoTechnol
ogy for Solid
Malignancy
Break

임상연구에서의
윤리적 쟁점

12:30
13:00
13:30

포스터 발표
(VIII-31∼VIII-38)
Mini Symposium:
총 회

14:00

Laparoscopic Colectomy for
Senior Surgeons: How to Get 자유연제 (II-B)
(VIII-16∼VIII-20)
Trained?

14:30

Coffee break

15:00

Free Paper
Session I
(XV-09∼XV-18)

Luncheon
Symposium
Poster
Presentation
Free Paper II
(IX-06∼IX-12)

Review of New Japanese
Classification of Gastric
Cancer

특 강
Free Paper III
(IX-13∼IX-19)

Coffee break

특 강 (III)

Coffee break

Coffee break

15:30
16:00
16:30
17:00
17:30

Coffee break

Special
Lecture
Symposium: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Free Paper IV
(IX-20∼IX-25)

Concensus Conference

Free Paper IV
(IX-32∼IX-37)

폐회사

일반연제 V
(X-23∼X-27)

자유연제 (III)
(VIII-21∼VIII-30)

시상 및 폐회사
Closing Remark

Break

휴 식

Free Paper V 일반연제 VI
(IX-26∼IX-31) (X-28∼X-32)

Free Paper VI
(IX-38∼IX-42)

Current
Concept and
Management
of Peritoneal
Carcinomatosis

심포지엄.
Vascular
Access

Update for
Chemotherapy

Awarding & Closing Address

Closing Remark

18:00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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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일정표 [11월 20일(토)]
그랜드 볼룸 I

그랜드 볼룸 II

그랜드 볼룸 III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유방]

[유방]

[간담췌]

[대장항문]

[대장항문]

[간담췌]

[심포지엄]

07:30

등 록

08:00

개회사

08:30

Free Paper I Free Paper V
(XIV-001∼XIV-005) (XIV-023∼XIV-027)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컨퍼런스룸(북)

개회사

Selected Paper I
(XIII-01∼XIII-06)

영어발표
Young Age
(XII-01∼XII-14) Breast Cancer Selected Paper II
(XIII-07∼XIII-12)

휴 식

휴 식

의료심사
심포지엄

일반연제 II
(XIII-31∼XIII-36)

Free Paper III Free Paper VII
(XIV-011∼XIV-016) (XIV-033∼XIV-038)

휴 식
휴 식

How to
증례발표
Manage a
(XII-15∼XII-25) Research Lab

Free Paper II
(XIV-006∼XIV-010)

일반연제 I
Free Paper VI (XIII-25∼XIII-30)
(XIV-028∼XIV-032)

일반연제 III 신의료행위로서의
(XIII-37∼XIII-43) 로봇 수술의 평가

English Session I
(XIII-13∼XIII-18)
Free Paper IV Free Paper VIII
(XIV-017∼XIV-022) (XIV-039∼XIV-044)
간담췌 수술료 정산 방법

12:00

대한외과학회 총회

12:30
Luncheon Symposium

13:00
13:30
14:00

특별강연 I
일반연제 I
(XII-26∼XII-43)

I. How I do
MRM

14:30
15:00

Break

일반연제 II
(XII-44∼XII-63)

II. How I do
BCS

16:30
17:00
17:30

폐회사

휴 식

Symposium I.
Management of
Bile Duct Injury
Symposium II.
Prognostic Factors
after Hepatic
Resection for HCC
시상 및 폐회

18:00

*Video Session: 컨퍼런스룸(북) 201호 내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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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I.
항문질환의 최신 지견

Symposium II.
Lessons From
일반연제 IV
(XIII-44∼XIII-50) Another Fields

Break

15:30
16:00

English Session II
(XIII-19∼XIII-24)

휴 식

휴 식

휴 식

심포지엄 2.
Colorectal Cancer
Symposium:
Current Issues in CRC

시상 및 폐회

일반연제 V
Symposium III.
(XIII-51∼XIII-56)
How to
Reduce the
Learning Curve
for the
일반연제 VI
Beginner
(XIII-57∼XIII-63)

201호

분야별 일정표 [11월 21일(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연수강좌
개원의 연수강좌

08:00

[Unit 1]

[Unit 2]

의과학연구원 1002, 1003호

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등록: 의과학연구원 1층 로비

병원지하 1층 세미나실

등록: 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로비

08:30
09:00

총론 1.
응급실, 내과질환

소양 1.
의사소통

09:30

개원의 연수강좌

10:00

Coffee break

10:30
11:00

간

유방 1

휴 식

11:30
개원의 연수강좌

12:00
중 식

12:30
13:00
13:30
14:00

술기교육 1
[문합술 1, 2 / 초음파 1, 2]

두경부내분비 1

14:30
Coffee break

15:00
이식 1

15:30
16:00
16:30

술기교육 2
[문합술 1, 2 / 초음파 1, 2]
혈관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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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프 로 그 램
심포지엄 ∙ 연수강좌
KOSIS
전공의 연수강좌
개원의 연수강좌
간담췌
갑상선내분비
내시경복강경
대사영양
대장항문
비만대사
소아외과
위
유방
이식
임상종양
총론
탈장
혈관
화상

/
/
/
/
/
/
/
/
/
/
/
/
/
/
/
/
/
/
/

18∼22
23∼25
26∼27
27
28∼34
34∼37
38∼42
42∼43
43∼48
48∼50
50∼52
52∼53
53∼57
57∼59
59∼61
57∼58
61
62∼65
65

프
로
그
램

심포지엄/연수강좌
심
포
지
엄
∙
연
수
강
좌

11/18
11/19

대한외과학회 총

회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2: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장이찬 (충북의대), 홍순찬 (경상의대)
10:50∼11:20

항문직장 진찰과 관장 및
코위관 삽입
박준석 (경북의대)

11:20∼11:50

유방통증 환자와 유방진찰
박민호 (전남의대)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12: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11:50∼12:20

상처 드레싱 및 화상치료
허 준 (한림의대)

12:20∼12:30

질의 및 응답

000000000000000000000
지훈상 (서울의대)

외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page: ∼

의대 및 의전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13:30∼17:5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Abstract page: ∼
13:30∼15:20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9: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홍 정 (아주의대)
09:00∼09:30

급성 복통환자

09:30∼10:00

혈변환자

10:00∼10:30

농양절개 및 봉합술
박도중 (서울의대)

10:30∼10:35

질의 및 응답

10:35∼10:50

휴 식

18

좌장: 윤정한 (전남의대), 곽찬영 (고려대 간호학과)
13:30∼13:55

What is the true partnership
between surgeon and nurse?
박정숙 (세브란스병원)

13:55∼14:20

Improving nurse physician
communication 이정림 (삼성서울병원)

14:20∼14:45

Nurse physician collaboration improved patient care
김선아 (서울아산병원)

14:45∼15:10

Nurse physician debate sharing
responsibility 이은화 (이대목동병원)

15:10∼15:20

질의 및 응답

김성근 (가톨릭의대)
이석환 (경희의대)

Surgeon-Nursing Partnership

심포지엄/연수강좌
15:20∼15:40

휴 식

15:40∼17:50

좌장: 김인호 (계명의대), 배정원 (고려의대)

외과영역에서의 외과 간호사의 역할

10:50∼11:20

Intraductal approach for breast cancer
봉진구 (대구가톨릭의대)

11:20∼11:50

Vascular intervention

좌장: 이상목 (경희의대), 심재연 (전남대병원)
15:40∼16:10
16:10∼16:40
16:40∼17:10

Scopist의 교육과 역할
김수진 (국립암센터병원)
효율적인 data관리를 위한 tips
정진의 (고려대 안암병원)

조진현 (경희의대)
11:50∼12:20

Liver eegeneration
정연준 (전북의대)

12:20∼12:30

질의 및 응답

환자 교육을 위한 책자 제작법
서미애 (세브란스병원)

17:10∼17:40

바람직한 환자 면담법
남경아 (한림의대 간호학부)

17:40∼17:50

질의 및 응답

11/18

외과 군의관 및 공보의를 위한 Session I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13:30∼16:1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3호)

외과 최신 지견

13:30∼14:40

테러와 재난에 대한 대처 I

Abstract page: ∼
좌장: 황일웅 (육군본부), 최석호 (국립경찰병원)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9: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호)

13:30∼13:50

정형외과적 기본처치
금정섭 (국군수도병원)

좌장: 정상설 (가톨릭의대), 이태의 (건국의대)

13:50∼14:10

흉부외과적 기본처치
송창민 (국군대전병원)

09:00∼09:30

Current status of robotic colorectal
Surgery
백정흠 (가천의대)

09:30∼10:00

NOTES

10:00∼10:30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최동호 (순천향의대)

10:30∼10:35

질의 및 응답

10:35∼10:50

휴 식

김민찬 (동아의대)

심
포
지
엄
∙
연
수
강
좌

14:10∼14:30

신경외과적 기본처치
정상봉 (국군수도병원)

14:30∼14:40

질의 및 응답

14:40∼15:0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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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연수강좌
심
포
지
엄
∙
연
수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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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15:00∼16:10

테러와 재난에 대한 대처 II

외과 군의관 및 공보의를 위한 Session II
Abstract page: ∼

좌장: 홍춘기 (국군수도병원), 한호성 (서울의대)
15:00∼15:20

지뢰 및 다발성 파편상
이재혁 (국군청평병원)

15:20∼15:40

대량재난에 대해 공보의의 역할
및 대처
서길준 (서울의대)

15:40∼16:00

화상의 일차적 응급 처치
김현철 (국군수도병원)

16:00∼16:10

질의 및 응답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8:00∼12:0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3호)

08:00∼10:00

외래 및 의무실 진료

좌장: 이경포 (차의과대), 김광호 (이화의대)
08:00∼08:25

치핵의 최신 치료
윤성현 (성균관의대)

08:25∼08:50

치루의 최신 치료
박규주 (서울의대)

심포지엄 I. 세계속의 한국 외과의사

08:50∼09:15

하지정맥류의 치료
윤상섭 (가톨릭의대)

Abstract page: ∼
09:15∼09:40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16:30∼18:0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여성형 유방의 치료
윤현조 (전북의대)

09:40∼10:00

질의 및 응답

10:00∼10:20

휴 식

좌장: 김홍진 (영남의대)
16:30∼17:15
17:15∼18:00

네팔에서의 의료 사업 - 선교사로서
양승봉 (신천연합병원)
제3세계 의료활동 경험
최상일 (동해동인병원)

10:20∼12:00

외래 및 의무실 진료

좌장: 권오정 (한양의대), 조철균 (전남의대)
10:20∼10:50

외과의사의 개업
박상협 (소중한유여성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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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20

Young surgeon's 재태크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11:20∼11:50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법
전홍진 (성균관의대 정신과)

11:50∼12:00

질의 및 응답

심포지엄/연수강좌
의료심사 심포지엄
Abstract page: ∼

Symposium II.
Lessons From Another Fields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09:00∼10:0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3:30∼15:2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좌장: 김종석 (고려의대)
13:30∼15:20
09:00∼09:50

외과계 의료분쟁의 해결과 소송절차상
문제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09:50∼10:00

질의 및 응답

임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좌장: 이봉화 (한림의대), 소병준 (원광의대)
13:30∼13:55

비뇨기과 질환
김선일 (아주의대 비뇨기과)

13:55∼14:20

신의료행위로서의 로봇 수술의 평가

신경외과 질환
김태곤 (차의과대 신경외과)

14:20∼14:45

흉부외과 질환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0:00∼12:0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김동관 (울산의대 흉부외과)
14:45∼15:10

정형외과 질환
임승재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15:10∼15:20
10:00∼12:00

질의 및 토의

경험 및 사례를 중심으로

좌장: 지훈상 (연세의대), 이왕준 (관동의대)
10:00∼10:20

한국 신의료 기술평가의 미래 및
국제 HTA의 현황 엄영진 (차의과대)

10:20∼10:40

로봇 수술의 윤리 쟁점
박재현 (경희의대)

10:40∼11:00

갑상선암 로봇 수술

Symposium III.
How to Reduce the Learning Curve for the Beginner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5:30∼17:5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정웅윤 (연세의대)
11:00∼11:20

위암 로봇 수술

11:20∼11:40

대장암 로봇 수술

한상욱 (아주의대)
김선한 (고려의대)

11:40∼12:00

패널 토의

심
포
지
엄
∙
연
수
강
좌

좌장: 박호철 (경희의대), 강중구 (일산병원)
15:30∼15:50

유방암의 sentinel LN dissection
이광만 (원광의대)

15:50∼16:10

위내시경

송교영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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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11/20

심
포
지
엄
∙
연
수
강
좌

16:10∼16:30

대장내시경

16:30∼16:45

질의 및 응답

16:45∼17:00

휴 식

박윤아 (연세의대)

좌장: 김형철 (순천향의대)
17:00∼17:20

복강경 충수절제술
류성엽 (전남의대)

17:20∼17:40

복강경 담낭절제술
윤성수 (영남의대)

11/20

17:4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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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Korean Surgical International Symposium 2010
Korean Surgical International
Symposium 2010
"Expanding Our Vision, Exploring Our
Mission Thru MIS"

10:30∼12:00

Chair: Jun Gi Kim (Catholic Univ., Korea)
Wai Lun Law (Univ. of Hong Kong, Hong Kong)
XV-01

Abstract page: ∼
DATE. November 19 (Fri.), 2010
VENUE. Grand Ballroom I,
COEX Convention Center, Seoul, Korea

08:20∼08:30

08:30∼10:10

Symposium: Innovative Technology
in Laparoscopic Surgery

Operative procedure of suprapancreatic nodal dissection in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Kazuki Inaba (Fujita Univ., Japan)

XV-03

Comparison of Long-term quality of life
after laparoscopy assissted and open dis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Jian-Kun Hu (Sichuan Univ., China)

XV-04

The incidence of pancreatic fistula after
radical gastrectomy: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open and laparoscopic approach
Fenglin Liu (Fudan Univ., China)

XV-05

Which method is more effective for perigastric lymph node dissection between hybrid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and single-incision laparoscopic
surgery in a porcine model?

Chair: Woo Jung Lee (Yonsei Univ., Korea)
Ho Seong Han (Seoul National Univ., Korea)
08:30∼08:55

Advances in surgical robotic system
Makoto Hashizume
(Kyushu Univ., Japan)

08:55∼09:20

Navigation imaging
Hiroki Yamaue
(Wakayama Univ., Japan)

09:20∼09:45

3-D visualization
Seong Ho Kong
(Seoul National Univ., Korea)

09:45∼10:10

10:10∼10:30

Young Joon Lee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XV-06

Virtual reality for training
Tom Lendvay
(Seattle Children's Hospital, USA)
Coffee break

Robotic assisted radical gastrectomy in early gastric cancer, the experiences of 16
consecutive cases
Yihong Sun (Fudan Univ., China)

XV-02

Opening Address
Hoon Sang Chi
(President, Korean Surgical Society)

Free Paper Session I

Lateral lymph node dissection for locally
advanced lower rectal cancer through laparoscopic approach
Tsuyoshi Konishi
(Cancer Institute Hospital, Japan)

XV-07

Robotic assisted intersphincteric resection
for very low rectal cancer: An oncologically safe and feasible procedure
Leong, Quor-Meng (Korea Uni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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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rgical International Symposium 2010
XV-08

K
O
S
I
S

Natural orifice specimen extraction following totally laparoscopic right colectomy:
A matched case-control study
Jun Seok Park
(Kyungpook National Univ., Korea)

XV-09

Singl-incision laparoscopically-assisted surgery
for colon cancer via periumbilical approach

14:20∼15:50

Chair: Hong Jin Kim (Yeungnam Univ., Korea)
Kyung Yul Hur (Soonchunhyang Univ., Korea)
XV-10

Technical tips for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Woo Jung Lee (Yonsei Univ., Korea)

XV-11

Simultaneous laparoscopic resection of primary colorectal cancer and liver metastasis
Naoko Hayashi (Kumamoto Univ., Japan)

XV-12

Laparoscopic versus open liver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 case-matched
study
Ho Kyoung Hwang (Yonsei Univ., Korea)

XV-13

Randomized trial for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in appendicitis: Interim results of 100 cases
Byung Mo Kang (Kyunghee Univ., Korea)

XV-14

Initial experience of laparoscopic “tantalus”
gastric moderator in treatment of poorly
controlled type ii diabetes mellitus in
Hong Kong
Enders KW Ng
(The Chinese Univ. of Hong Kong, Hong Kong)

XV-15

Laparoscopic roux en y gastric bypass and
remission of diabetes in low bmi patients:
Short term results from an asian centre

Keiichiro Ishibashi
(Saitama Medical Univ., Japan)
11/19

12:00∼12:30

President Address

Hoon Sang Chi
(President of Korean Surgical Society)

12:30∼13:30

Luncheon Symposium

Chair: Youn Baik Choi (Ulsan Univ., Korea)
What is the option for Asian metabolic surgery?
Weu Wang
(Taipei Medical Univ., Taiwan)

13:30∼14:20

Mini Symposium: Laparoscopic
Colectomy for Senior Surgeons:
How to Get Trained?

Asim Shabbir
(National Univ. Hospital, Singapore)

Chair: Seon Hahn Kim (Korea Univ., Korea)
13:30∼13:55

A Japanese experience

XV-16

Experience of a multi-disciplinary bariatric
surgery program in singapore
Jimmy So Bok Yan (Singapore)

XV-17

Laparoscopic aortobifemoral bypass
Tae Seung Lee (Seoul National Univ., Korea)

Masatoshi Oya
(Dokkyo Medical Univ., Japan)
13:55∼14:20

A Korean experience
Seung Tack Oh
(Catholic Uni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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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aper Session II

Korean Surgical International Symposium 2010
XV-18

Mesh fixation in laparoscopic hernia surgery:
Comparison of absorbable tackers (absorbatak) and conventional metal tackers in laparoscopic inguinal hernia repair surgery

K
O
S
I
S

Jaideepraj Rao
(Tan Tock Seng Hospital, Singapore)
15:50∼16:10

Coffee break

16:10∼16:40

11/19

Special Lecture

Chair: Hyeong Ho Kim (Seoul National Univ., Korea)
NOTES and its spin-off technologies
Kiyokazu Nakajima (Osaka Univ., Japan)

16:40∼17:55

Symposium: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Chair: Kwon Mook Chae (Wonkwang Univ., Korea)
Gyu Seog Choi (Kyungpook National Univ., Korea)
16:40∼17:05

Basic technical principles, devices and
instruments
Wai Lun Law
(Univ. of Hong Kong, Hong Kong)

17:05∼17:30

Application for solid organ
Young Kyoung You
(Catholic Univ., Korea)

17:30∼17:55

Colorectal surgery with single port
Sanghyun Alexander Kim
(Mount Sinai, USA)

17:55∼18:00

Closing Remark

Seung Kook Sohn
(Chair of Academic Committee, Korean 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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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수강좌
전
공
의
연
수
강
좌

11/21

전공의 연수강좌: Unit 1
일시: 2010년 11월 21일(일) 08:30∼17:00
장소: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1002호, 1003호

14:40∼15:00

Coffee break

15:00∼17:00

술기교육 2

15:00∼17:00

문합술 1, 2 / 초음파 1, 2
대한외과술기연구회

08:30∼10:00

총론 1: 응급실, 내과질환

08:30∼08:50

급성 복증의 진단

박규주 (서울의대)

08:50∼09:10

다발성 외상 환자

이건영 (인하의대)

09:10∼09:35

신부전

양재석 (서울의대)

09:35∼10:00

당뇨병

정혜승 (서울의대)

10:00∼10:20

Coffee break

전공의 연수강좌: Unit 2
일시: 2010년 11월 21일(일) 08:30∼17:00
장소: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강당

08:30∼10:00
10:20∼12:00
10:20∼10:40
10:40∼11:00

간

간과 담도의 해부학적 구조와
간절제술
유희철 (전북의대)

11:20∼11:40
11:40∼12:00

08:30∼09:00

환자 면담의 기술

노혜린 (강원의대)

09:00∼09:30

동의서 받기

노혜린 (강원의대)

09:30∼10:00

환자교육

이혁준 (서울의대)

10:00∼10:20

Coffee break

간담도 질환의 영상학 진단
한준구 (서울의대)

11:00∼11:20

소양 1: 의사소통

간담췌 질환의 혈액학, 생화학적 검사
정희정 (관동의대)

10:20∼12:00

유방 1

간담췌 질환의 해부 병리
이경분 (서울의대)

10:20∼10:40

외과의가 알아야 하는 간염, 간부전,
간경변증
김지훈 (고려의대)

유방의 발생, 구조와 생리, 이학적 검사,
조직검사법
윤현조 (전북의대)

10:40∼11:10

유방 질환의 영상 진단
김민정 (연세의대)

12:00∼13:00

Lunch

11:10∼11:35

유방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
김애리 (고려의대)

13:00∼14:40

술기교육 1

13:00∼14:40

문합술 1, 2 / 초음파 1, 2

11:35∼12:00

대한외과술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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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양성 질환
박해린 (차의과대)

12:00∼13:00

Lunch

전공의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13:00∼14:40
13:00∼13:20

두경부내분비 1

경부 및 갑상선의 해부학, 생리,
이학적 검사, 진단법
윤종호 (울산의대)

13:20∼13:50

갑상선 결절의 진단 및 치료
정기욱 (국립암센터)

13:50∼14:15

갑상선 암(1): 병태 생리, 병기, 수술
방법, 방사선 요드 치료
박진우 (충북의대)

14:15∼14:40

갑상선 암(2): 수술후의 합병증과
그 예방법, 추적 검사 방법
이잔디 (아주의대)

14:40∼15:00

일시: 2010년 11월 21일(일) 09:00∼12:30
장소: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

좌장: 이용배 (성모외과의원), 박희붕 (박희붕외과)
09:00∼09:30

외과 보험수가 가치에 대하여
문재환 (한일병원)

09:30∼10:00

신 DRG에 대하여
임익강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10:00∼10:30

병원홍보 마켓팅 전략 및
MOT(기술경영)를 통한 환자응대법
이현주 (메디멤버스)

10:30∼11:00

직원 관리 노하우
(채용에서 관리까지)

Coffee break

15:00∼16:00

전
공
의

개원의 연수강좌

이식 1

연
수
강
좌
∙
개
원
의
연
수
강
좌

김기선 (노무법인 율촌)
15:00∼15:15

이식 면역학

15:15∼15:30

면역억제제

15:30∼15:45

감작된 환자에서의 신장이식
양철우 (가톨릭의대)

15:45∼16:00

김연수 (서울의대)
김성주 (성균관의대)

11:00∼11:10

질의 및 응답

11:10∼11:30

휴 식

11/21

좌장: 황보경 (삼경크리닉센터)

면역관용과 조직공학
양재석 (서울의대)

16:00∼17:00

혈관 1

11:30∼11:55

비만의 내과적 치료
강준구 (한림의대 내분비내과)

11:55∼12:20

비만의 외과적 치료
이홍찬 (이홍찬 외과의원)

16:00∼16:20

복부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와
혈관내 치료
홍기천 (인하의대)

16:20∼16:40

당뇨족을 포함한 말초혈관 폐색성
질환의 외과적 치료와 혈관내 치료
장이찬 (충북의대)

16:40∼17:00

하지 정맥류와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의
최신지견
민승기 (서울의대)

12:20∼12:3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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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XIII-08

Clinical significance of pathological
features in AoV cancer: Intestinal vs
pancreaticobiliary type
Woo Seok Kim (Sungkyunkwan Univ.)

XIII-09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의 병리학적 아형
분류의 임상적 의의
강미주 (서울의대)

XIII-10

Inverted mattress 췌소장 연결술을 이용한
중심 췌장절제술
손준호 (경북의대)

XIII-11

Clinical features of functioning and nonfunctioning neuroendocrine tumors of the
pancreas
Sung Hoon Choi (Yonsei Univ.)

XIII-12

간외 담관암의 수술적 절제 후 재발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
박지영 (전남의대)

간담췌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09:30∼18:0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 컨퍼런스룸(북) (203호)

장소: 그랜드 볼룸 II (103호)

08:30∼09:30

Selected Paper I (간. 이식)

좌장: 황 신 (울산의대), 조백환 (전북의대)

간
담
췌

XIII-01

수술적으로 절제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재발양상 분석
조응호 (원자력병원)

XIII-02

혈액형부적합 성인생체부분간이식의 경험
왕희정 (아주의대)

XIII-03

Liver transplant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national cancer center
Young-Kyu Kim (National Cancer Center)

XIII-04

샌드위치모양의 두층의 콜라젠을 이용한
생쥐간세포의 배양
최동호 (순천향의대)

XIII-05

간문부, 주 간정맥 및 하대정맥에 인접한
간종양에 대한 복강경 간절제술
윤유석 (서울의대)

XIII-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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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13

The effects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on major hepatic re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metastasis
Seung Seop Yeom
(Chonnam National Univ.)

XIII-14

Predictive factors for long-term survival in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following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Gi Hong Choi (Yonsei Univ.)

XIII-15

Laparoscopic versus open left lateral hepatic sectionectomy: The asan medical center experience
Young Dong Yu (Univ. of Ulsan)

XIII-16

Lessons learned from 100 initial cases of
laparoscopic liver surgery
Young Hoon Kim (Dong-A Univ.)

Selected Paper II (담도. 췌장)

좌장: 이상목 (경희의대), 박일영 (가톨릭의대)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혈관 결찰 비장보존
췌장 원위부 절제술(Warshaw technique)의
임상결과
정영수 (울산의대)

English Session I (간, 이식)

좌장: 김홍진 (영남의대), 최상용 (고려의대)

Robotic hepatectomy: Focus on the difference from laparoscopic hepatectomy
김기훈 (울산의대)

09:30∼10:30

XIII-07

10:30∼11:40

Scientific Program
XIII-17

Necrox-7Ⓡ as an therapeutic candidate for
the prevention of hepatic ischemic
reperfusion injury
Kwang-Min Park (Univ. of Ulsan)

XIII-18

Hepatic differentiation from human embryonic stem cells using stromal cells
Young Dong Yu (Univ. of Ulsan)

11:40∼12:00

간담췌 수술료 정산 방법

XIII-20

Comparision of bile drainage methods
after laparoscopic CBD exploration
Jong Il Son (Konyang Univ.)

XIII-21

Reappraisal of papillary tumor of bile duct: Papillomatosis and superficial spreading of tumor
Mee Joo Kang (Seoul National Univ.)

XIII-22

Prognostic relevance of proximal ductal
margins in hilar cholangiocarcinoma
Jae Hoon Lee (Univ. of Ulsan)

XIII-23

The impact of transfusion free program on
pancreaticoduodenectomy patients
Zisun Kim (Soonchunhyang Univ.)

XIII-24

Surgical treatment of pancreatic body and
tail cancer using RAMPS procedure
Ye Rim Chang (Seoul National Univ.)

좌장: 최동욱 (성균관의대)
권국환 (일산병원)

간담췌 수술료 정산 방법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12:30∼13:00

Luncheon Symposium

13:30∼14:00

특별강연 I
좌장: 김선회 (서울의대)

Organ preserving pancreatectomy in pancreatic
neoplasm
Takashi Hatori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15:10∼15:30

휴 식

15:30∼16:30

좌장: 윤동섭 (연세의대)
1. Classification and mechanism
김형철 (순천향의대)
2. Non-surgical management
3. Surgical management

16:30∼17:50
14:00∼15:10

Symposium I:
Management of Bile Duct Injury

이동기 (연세의대)
안영준 (보라매병원)

Symposium II: Prognostic Factors
after Hepatic Resection for HCC

English Session II (담도, 췌장)
좌장: 서경석 (서울의대)

좌장: 이우정 (연세의대), 홍순찬 (경상의대)
1. Clinical factors
XIII-19

Two-port cholecystectomy could be used
as a standard operation for any type of
gallbladder disease
Gil-O Ryu (The Catholic Univ. of Korea)

김성훈 (국립암센터)

2. Pathologic factors

박영년 (연세의대)

3. Genetic signatures

왕희정 (아주의대)

4. Radiologic features

김경원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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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17:50∼18:00

시상 및 폐회

장소: 컨퍼런스룸(북) (203호)

08:30∼09:30

XIII-32

간암환자에서 Glisson지 일괄절단법시 나타
나는 해부학적 정상변이 이영주 (울산의대)

XIII-33

Anatomic versus limited nonanatomic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less
than 5cm in size
최새별 (고려의대)

XIII-34

단일 간세포암종에서 크기에 따른 해부학적
및 비해부학적 절제수술 후 예후비교
박태준 (계명의대)

XIII-35

간문맥 종양 혈전이 있는 간세포암에서 간
우엽절제 및 종양 혈전제거 (비디오)
김기훈 (울산의대)

XIII-36

간세포암의 자발성 부분괴사

일반연제 I (담도. 췌장)

좌장: 김송철 (울산의대), 윤성수 (영남의대)
XIII-25
XIII-26

간
담
췌

XIII-27

XIII-28

췌장의 신경 내분비 종양의 임상양상 및
WHO 분류에 따른 예후 손준호 (경북의대)
Validation of staging systems in pancreatic
endocrine tumor
Min Jung Kim (Sungkyunkwan Univ.)

조성연 (국립암센터)

10:30∼11:40

Clinicopathological manifestation of
pancreatic head cancer: Single center
experience
Ho Hyun Kim (Chonnam National Univ.)

XIII-37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서 gemcitabine과
capecitabine의 neoadjuvant chemotherapy
전향적 연구 - 중간보고 김송철 (울산의대)

Surgical outcome and prognostic factors of
ampulla of vater cancer after curative surgery
권형준 (경북의대)

XIII-38

Clin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after curative resection for ampulla of
vater cancer
정보현 (울산의대)

XIII-39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발생한 췌장루
최창인 (부산의대)

XIII-40

복부내장비만이 췌두십이지장 절제술 후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박창민 (연세의대)

XIII-41

Comparison of clinical result according to
therapeutic modality of acute cholecystitis
in old age
김소희 (원광의대)

XIII-42

수술 받지 않은 만성 담낭염 환자에서
향후 경과에 대한 간담도 스캔의 유효성
안근수 (서울의대)

XIII-29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팽대부주위
암 환자의 증상변화
장진영 (서울의대)

XIII-30

Risk factors of steatohepatitis following
pancreatoduodenectomy
송선춘 (성균관의대)

09:30∼10:30

일반연제 II (간. 이식)

좌장: 강구정 (계명의대), 심문섭 (부산의대)

좌장: 최진섭 (연세의대), 유희철 (전북의대)
XIII-31

30

일반연제 III (담도, 췌장)

간세포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유전자 마커
SULT1A1
왕희정 (아주의대)

Scientific Program
XIII-43

PTGBD changes emergency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to elective surgery in
acute cholecystitis
김인규 (한림의대)

15:30∼16:30

일반연제 V (간. 이식)

좌장: 김동구 (가톨릭의대), 박광민 (울산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12:30∼13:30

Luncheon Symposium

XIII-51

간세포암으로 간이식 후 재발 예측인자로서
AFP, PIVKA, 18FDG-PET의 유용성
이광웅 (서울의대)

XIII-52

간이식에서 우연 간세포암종의 병리조직학
적 특성과 임상적 의의 송승규 (아주의대)

XIII-53

Situs Inversus Totalis 공여자의 좌엽을
이용한 성인간 생체부분간이식
안철수 (울산의대)

7판 AJCC TNM stage I 간세포암종의
재 분류 및 수술 후 재발 형태 분석
최기홍 (연세의대)

XIII-54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우후구역담관
주행 방향이 수혜자의 담도계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전영민 (서울의대)

XIII-45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TNM, Okuda, CLIP,
JIS, BCLC 병기설정에 따른 예후 분별 능력
의 비교
구혜영 (차의과학대학교)

XIII-55

XIII-46

간종양에 대한 복강경 고주파 열치료의
안전성 및 효능성에 대한 분석
이승덕 (서울의대)

Pretransplant positive lymphocyte
cross-match does not affect clinical outcomes in adult to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Young-Kyu Kim (National Cancer Center)

XIII-56

간이식과 동반한 비장절제에 대한 아주대학
병원의 경험
송승규 (아주의대)

14:00∼15:10

일반연제 IV (간. 이식)

좌장: 김재홍 (광주기독병원), 조철균 (전남의대)
XIII-44

XIII-47

간세포암에서 시행한 복강경 간절제술
김가정 (경상의대)

XIII-48

재발성 간세포암에서 반복적 간 절제술
황형철 (영남의대)

XIII-49

유방암 간전이에서 간절제술이 가지는 임상
적 의의
황대욱 (울산의대)

XIII-50

Management and prognostic factors in
severe traumatic liver injury
Ho Hyun Kim (전남의대)

15:10∼15:30

휴 식

16:30∼17:50

일반연제 VI (담도. 췌장)

좌장: 박훤겸 (한양의대), 황윤진 (경북의대)
XIII-57

근치적 절제를 시행한 담관암에서 종양의
위치에 따른 생존 분석 백진오 (계명의대)

XIII-58

70세 이상 고령의 원위부 담도암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백진오 (계명의대)

XIII-59

절제된 간문부 담관암(Hilar cholangiocarcinoma)에 대한 임상적 고찰
유태석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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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XIII-60

Bismuth Type IV 간문부 담관암에서의 간
문맥 절제술을 동반한 우삼구역 및 미상엽
절제술
송기원 (울산의대)

XIII-70

총담관 결석 환자에서 경피적 담낭조루술
후 담낭관(cystic duct)을 통한 총담관 결석
제거술
임경훈 (안동병원)

XIII-61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early GB
cancer (less than T2)
김동현 (연세원주의대)

XIII-71

Iatrogenic bile duct injury associated with
anomalies of the right hepatic sectional
ducts
Hyuk Jai Jang (Univ. of Ulsan)

XIII-62

T2 담낭암에 대해 시행된 전 복강경술식에
의한 간절제술, 림프절절제, 총담관절제를
포함한 확대담낭절제
윤유석 (서울의대)

XIII-72

간외담관의 발생한 점액표피양암종의
경험 1예
김서민 (서울의대)

XIII-73

Adenosquamous carcinoma of Klatskin’s
tumor
Hyuk Jai Jang (Univ. of Ulsan)

XIII-74

Giant common bile duct stones

XIII-63

제 4기 담낭암의 생존 분석 및 장기 생존환
자의 임상상의 분석
송영백 (서울의대)

한형준 (고려의대)
포스터 전시

간
담
췌

XIII-64

A noble method to determine free resection
margins during surgery for large hepatocellular carcinoma
한형준 (고려의대)

XIII-65

The surgical treatment of hepatolithiasis
홍경숙 (이화의대)

XIII-66

New lesions detected within resection
specimen by intraoperative ultrasound
(IOUS) during hepatic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HCC): IOUS findings
and pathologic correlation
Hyuk Jai Jang (Univ. of Ulsan)

XIII-67

XIII-68

XII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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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hepatic lymphoma developed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 A case report
김정윤 (고려의대)
Resected case of liver metastasis of GIST
after treatment with greevec
정금오 (원광의대)
경도간손상후 항응고제투여후 거대피막혈
종형성으로 인한 허혈성간손상
이환효 (김포우리병원)

XIII-75

Benign stricture of the common hepatic
duct mimicking klatskin tumor
Se Kook Kee (Cha Univ.)

XIII-76

수술전 간문맥 내 종양전으로 오인된
간내 담도의 간흡충증 1예
권형준 (경북의대)

XIII-77

Biliary papillomatosis arising in a
choledochal cyst
Hyuk Jai Jang (Univ. of Ulsan)

XIII-78

중부 담도암의 외과적 절제 후 예후 분석
서석인 (울산의대)

XIII-79

간전이를 동반한 췌미부의 고형 가유두상
종양 1예
유동도 (가톨릭의대)

XIII-80

췌장의 비기능성 내분비 종양의 WHO분류
및 TNM병기별 예후분석
송기병 (울산의대)

XIII-81

췌장의 낭종성 신경 내분비 종양의 특징
손준호 (경북의대)

XIII-82

췌장의 동정맥 기형의 임상적 특징
송기병 (울산의대)

XIII-83

Surgical mangement of bleeding from
gastroduodenal artery pseudoaneurysm
after PPPD
김정윤 (고려의대)

Scientific Program
XIII-96

Can novel pancreaticojejunostomy reduce
the pancreatic fistula after pancreaticoduodenectomy? 백광열 (한일병원)

An extramural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of the duodenum mimicking a
pancreatic head tumor
Min Chang Kang (Univ. of Ulsan)

XIII-97

Primary leiomyosarcoma of pancreas:
A report of a case
Young Hoe Hur (Chonnam National Univ.)

십이지장에 발생한 위장관 간질성 종양의
파열로 인한 복막염 1예
박은영 (부산의대)

XIII-98

원발성 십이지장 악성종양의 근치적
절제술후 치료성적
이상엽 (울산의대)

A case of pancreatic hamartoma

XIII-99

김호현 (전남의대)

Castleman disease of the abdomen
Myung-Hw Kim (Univ. of Ulsan)

XIII-88

수신증으로 나타난 전이성 췌장 내분비
종양의 증례 보고와 문헌 고찰
서경지 (울산의대)

XIII-100 Laparoscopic hepatic cyst excision in the
symptomatic hepatic large cyst
Mi-Hyeong Kim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II-89

Pancreatic fistula in distal pancreatectomy
구본욱 (성균관의대)

XIII-101 간의 거대혈관종의 복강경하 절제술
김미형 (가톨릭의대)

XIII-90

Early experience of binding pancreaticojejunostomy, comparison with
dunking pancreaticojejunostomy
Gil-O Ryu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II-102 Single port laparoscopic (SPLS) cholecystectomy in the status of previous
SPLS-APR: Report of 1 case
Gil O Ryu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II-91

Histologic confirmation of giant pancreatic lipoma: A case report and review of literatures
Eun-Young Park (Pusan National Univ.)

XIII-103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SPLS) in
combined condition- simultaneous splenectomy and cholecystectomy: Report of 1 case

XIII-92

Multiple primary cancer of common bile
duct, ampulla of vater and pancreas
Nam Kyu Choi (Univ. of Ulsan)

XIII-84

Risk factors for clinical pancreatic fistula
after distal pancreatectomy
김수홍 (부산의대)

XIII-85

XIII-86

XIII-87

XIII-93

췌장두부암으로 오인된, 진행성 위암과 동
반한 바터씨 팽대부의 위장관 기질성 종양
안혜성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XIII-94

Adenomyoma of the ampulla of vater:
Report of two cases
권형준 (경북의대)

XIII-95

Periampullary neuroendocrine carcinoma
combined with GIST in a patient with
neurofibromatosis type 1
박은규 (전남의대)

Won Jun J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II-104 급성 중증의 담낭염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
게 복강경 수술은 유용한가?; 고령과 고위
험인자의 관계
이종률 (청주성모병원)
XIII-105 소세포성 담낭암

이하예민 (가톨릭의대)

XIII-106 Clinical and radiologic pre-operative predicting factors for GB cholesterol polyp
Hye-Lin Song (Sungkyunkwan Univ.)
XIII-107 Laproscopic cystic duct snare ligation for
dilated cystic duct in cholecystitis
백광열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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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108 Efficiency of laparoscopic subtotal cholecystectomy
In-Oh Jeong (In-Ha Univ.)
XIII-109 로봇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15예 초기 경험
분석
백남현 (아주의대)
XIII-110 경피경간 담낭배액술 후 시행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수술시기에 따른 임상상의
비교분석
한인웅 (서울의대)
XIII-111 담낭에서 발생한 암육종 1예
홍성권 (강원의대)
XIII-112 Hemocholecyst associated anticoagulation
therapy
Hyuk Jai Jang (Univ. of Ulsan)
XIII-113 Laparoscopic choledochoduodenal fistula
revision
Jong Won Lim (Kony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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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114 Single center experience of 308 consecutive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s
Ki Byung Song (Univ. of Ulsan)
XIII-115 손보조복강경(HALS) 비장보존 원위부
췌장 절제술의 경험
김태구 (동국의대)
XIII-116 Laparoscopic spleen preserving distal pancreatectomy in pancreatic insulinoma
Mi-Hyeong Kim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II-117 췌장미부절제의 복강경 수술과 개복술의
비교
박호종 (울산의대)

08:10∼09:40

좌장: 장항석 (연세의대), 김정수 (가톨릭의대)
VIII-01

Protein and gene expression of SIRT 1,2,3,7
and apoptosis-related gene in thyroid cancer cell line
이소희 (연세의대)

VIII-02

Assessment of multiple molecular markers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in papillary thyroid cancer
남정광 (가톨릭의대)

VIII-03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비정형 소견을 보이
는 갑상선 결절
곽하나 (성균관의대)

VIII-04

Second opinion in thyroid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Jae Hyun Park (Yonsei Univ.)

VIII-05

Associated clicopathological and molecular
factors with extrathyroidal invasion of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Woo Young Kim (Korea Univ.)

VIII-06

Validity of pathologic extrathyroid extension for predicting prognosis in PTMC
patients
성태연 (울산의대)

VIII-07

T1 T2 갑상선 유두암에서 도약 측경부
전이의 위험인자 및 치료전략
조진성 (전남의대)

VIII-08

Contralateral central lymph node metastases in unilateral papillary thyroid cancer: Pattern and Predictive factors
김완욱 (경북의대)

VIII-09

갑상선 유두상암에서 양측성과 연관된
임상 병리학적 인자에 대한 분석
김광민 (연세원주의대)

VIII-10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A 27-year experience at yonsei univ. health system
유행랑 (연세의대)

XIII-118 복강경 원위부 췌장 절제술후 진단된
악성종양의 임상경과
김지훈 (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8:00∼17:30
장소: 그랜드 볼룸 I (102호)

08:00∼08:10

개회사
회장 000 (00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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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연제 (I)

Scientific Program
VIII-15
09:40∼10:10

특강 (I)

Parathyroid score can predict duration of
calcium requirement after total thyroidectomy
Bup-Woo Kim (Yonsei Univ.)

좌장: 윤여규 (서울의대)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n thyroid surgery

11:45∼12:00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10년사 회고
김정한 (성균관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2:58∼13:30

포스터 발표

Feng-Yu Chiang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Taiwan)
10:10∼10:30

Coffee break

10:30∼11:00

특강 (II)
좌장: 이수정 (영남의대)

좌장: 이재복 (고려의대)

Radio-guided parathyroid surgery
F d’Ajello (University of Perugia, Italy)

11:00∼11:45

Robotic surgery using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in thyroid cancer; Our initial experiences
김완욱 (경북의대)

VIII-32

A prospective comparison of the voice
quality after robotic versus conventional
open thyroidectomy for the papillary thyroid cancer
김규형 (연세의대)

VIII-33

A comparison of postoperative pain after
conventional open thyroidectomy and
transaxillary single-incision robotic thyroidectomy: A Prospective study
유행랑 (연세의대)

VIII-34

Prospective study of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anterior chest area sensibility
after the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endoscopic/robotic thyroidectomy
김수진 (인제의대)

VIII-35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in
thyroid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surgical outcomes
윤현철 (전남의대)

자유연제 (II-A)

좌장: 소의영 (아주의대), 윤정한 (전남의대)
VIII-11

VIII-31

미세 갑상선 유두상암의 수술범위 결정에
있어서 경부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박승연 (가천의대)

VIII-12

Total thyroidectomy vs less than total thyroidectomy: comparison of long-term survival in well-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최준영 (서울의대)

VIII-13

Outcome of MRND for PTC
신승호 (국립암센터)

VIII-14

Dose central neck dissection have to be
performed for all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Younok Lee (Hallym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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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36
VIII-37
VIII-38

부신피질암에서 로봇 보조 부신절제술의
경험 1례
류정원 (경희의대)

14:50∼15:50

갑상선 역형성암의 기도 침범 환자에게 토
모테라피를 시행한 증례 홍미경 (경희의대)
재발 갑상선 유두상암 환자에서 종격동 림
프절 전이에 의한 상대정맥 증후군 1예:
증례보고
유지영 (고려의대)

13:30∼13:45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회

특강 (III)
좌장: 홍석준 (울산의대)

Advances in medullary thyroid cancer
H Dralle (Univ. of Halle-Wittenberg, Germany)

15:50∼17:20

자유연제 (III)

좌장: 문병인 (이화의대), 이광만 (원광의대)
13:45∼14:30

자유연제 (II-B)

좌장: 소의영 (아주의대), 윤정한 (전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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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16

Neuromonitoring of the external branch of
superior laryngeal nerve during robotic
thyroid surgery
김수진 (인제의대)

VIII-21

Body-mass index and incidence if thyroid
cancer
김주연 (경상의대)

VIII-22

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양성 갑상선 결절
의 고주파 열 치료 성치원 (전주예수병원)

VIII-23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한 단일 절개 창 내
시경적 갑상선 절제술 남유희 (가톨릭의대)

VIII-17

Clinical applications of PET probe- guided
surgery in recurred papillary thyroid carcinoma
Do Hoon Koo (Kwandong Univ.)

VIII-24

Single incision endoscopic thyroidectomy
(SET) using a gasless transaxillary approach
김준호 (성균관의대)

VIII-18

갑상선 유두암의 국소 림프절 재발 환자에
서 림프절 절제 전후의 혈청 갑상선글로불
린(Tg)의 변화
조동희 (성균관의대)

VIII-25

Endoscopic or robotic thyroidectomy via
BABA method for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Do Hoon Koo (Kwandong Univ.)

VIII-19

LID vs RID on postsurgical preparation for
radioiodine ablation therapy in thyroid carcinoma patient
Chi Young Lim (Ilsan Hosp.)

VIII-26

액와 경부 접근법을 이용한 로봇 보조 내시
경적 갑상선 절제술의 안정성 및 유용성
박영민 (이화의대)

VIII-27

A surgical completeness of robotic thyroidectomy: A prospective comparison of the
open conventional thyroidectomy versus
the robotic thyroidectomy
김규형 (연세의대)

VIII-28

The impact of body habitus on transaxillary
single-incision robotic thyroidectomy
정종주 (연세의대)

VIII-20

Influencing factors for chyle leakage after
thyroidectomy without lateral neck dissection
Yong Sang Lee (Yonsei Univ.)

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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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29

Value of adrenal venous sampling in
choosing treatment options of primary aldosteronism
윤 관 (서울의대)

VIII-48

Outcomes of lateral neck dissection performed by transverse collar incision without extension
구민영 (성균관의대)

VIII-30

A comparative study for the surgical outcomes of laparoscopic adrenalectomies
(Transperitoneal approach vs. posterior retroperitoneal approach) for small adrenal
tumors
강상욱 (연세의대)

VIII-49

Severe complication of radiofrequency
ablation in benign thyroid tumor
Pyung-An Jung (SungKyunKwan Univ.)

VIII-50

The adrenal medullary hyperplasia with
pheochromocytoma-like features:
A case report
전정환 (인제의대)

VIII-51

갑상선의 carcinoma showing thymus-like
differentiation (CASTLE) 1예
박근명 (인하의대)

VIII-52

Giant functional parathyroid cyst presenting as mediastinal cyst 신선형 (전남의대)

VIII-53

일측엽 갑상선 유두암의 중앙 경부 림프절
전이 예측인자
지종태 (충남의대)

17:20∼17:30

시상 및 폐회사

포스터 전시
VIII-39

양성 종양을 동반한 갑상선암에서의
BRAF 발현
김태원 (가톨릭의대)

VIII-40

Combined cytotoxicity of Paclitaxel and
Lovastatin in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cell line
Yoo Seung Ch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VIII-42

갑상선 미세 유두암에서 종양 크기의 구분
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특징의 분석
조윤정 (가톨릭의대)

VIII-43

Risk factors of malignancy in patients with
follicular and Hürthle cell neoplasm of the
thyroid
이남섭 (가톨릭의대)

VIII-44

Predictive factors of malignancy in follicular and Hürthle cell neoplasm of the
thyroid
이남섭 (가톨릭의대)

VIII-45

단일 기관에서의 기존 갑상선 수술과 무기
하 및 가스주입 전흉부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의 임상적 고찰 김미형 (가톨릭의대)

VIII-47

Distant solitary skeletal muscle metastasis
in recurrence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배수연 (성균관의대)

VIII-54

Multiple bone metastases in the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thyroid carcinoma:
Case report
Young Ro Yang (Jeju National Univ.)

VIII-55

Incidentally encountering foregut cyst
during thyroidectomy
Yong Sang Lee (Yonsei Univ.)

VIII-56

Characteristics of RET oncogene germline
mutation in korean medullary thyroid carcinoma
Jun-Won Min (Dankook Univ.)

VIII-57

갑상선암 분야에서 외과 전담 간호사의 역할
김한나 (연세의대)

VIII-58

갑상선암 코디네이터의 역할
오영자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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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내시경복강경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8:25∼17:2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09:20∼10:00

좌장: 김준기 (가톨릭의대), 박일영 (가톨릭의대)
UGI

한상욱 (아주의대)

LGI

강성범 (서울의대)

10:00∼10:20
10:20∼12:00

08:25∼08:30

Opening Remarks
회장 최윤백 (울산의대)

내
시
경
복
강
경

08:30∼09:20

IX-02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초기 경험
김우영 (전주예수병원)

IX-03

Single por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using glove port
김동현 (연세원주의대)

IX-04

보조 기구를 이용한 변형 단일 포트 복강경
수술 - 충수돌기 절제술, 담낭 절제술
송금종 (순천향의대)

IX-05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SPLS) in
combined condition- simultaneous cholecystectomy and appendectomy: Report of
4 cases
Byung Jo Choi
(The Catholic Univ.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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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II: Video Battle between Laparoscopy and Robot

1. Rectum

조현민 (가톨릭의대)
박원철 (원광의대)

2. Stomach

김형호 (서울의대)
김영우 (국립암센터)

3. Pancreas

김송철 (울산의대)
강창무 (연세의대)

Free Paper I: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Development of single port multi channel
instrument system for single port surgery
Woo Jung Lee (Yonsei Univ.)

Coffee break

좌장: 최윤백 (울산의대), 김선회 (서울의대)

좌장: 김영훈 (동아의대), 윤동섭 (연세의대)
IX-01

Symposium I: Clinical study in
Korea: Now & Future

4. Thyroid

박용래 (성균관의대)
정웅윤 (연세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4:05

Poster Presentation

좌장: 최진섭 (연세의대), 윤성수 (영남의대)
IX-43

단일포트(Single port)를 이용한 복강경
충수 절제술
류 훈 (연세원주의대)

Scientific Program
IX-44

Intracorporeal esophagojejunostomy using
new laparoscopic perse-string clamp
이주희 (서울의대)

IX-11

복강경 담낭절제술에서 단일통로술식과
3공식의 결과에 대한 비교
노영훈 (동아의대)

IX-45

뇌실복강지름술(VP shunt) 주위 거짓낭종에
의한 장폐쇄 치료경험 1례
김태구 (동국의대)

IX-12

Systemic immune response and clinical results after single port versus conventional LC
한형준 (고려의대)

IX-46

Torsion of appendix misdiagnosed as ovarian tumor
박시민 (건양의대)

IX-47

기존복강경장비를 이용한 이공복강경담낭
절제술
이환효 (김포우리병원)

IX-48

single-incision laparoscopic wedge resection
for gastric submucosal tumor
박찬익 (부산의대)

IX-49

15:15∼15:35

15:35∼16:35

Free Paper II: 간담췌

IX-20

Accidental gallbladder perforation relieves
the advantages of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서석원 (중앙의대)

IX-07

Glisson지 접근법을 통한 전복강경 5분절
간절제술
안근수 (서울의대)

IX-08

복강경 췌장 중앙 부분 절제술과 개복 췌장
중앙 부분 절제술의 비교
송기병 (울산의대)

IX-09

Experience of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Hyung-Chul Hwang (Yeungnam Univ.)

IX-10

Preliminary experience of laparoscopic
hepatectomy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Laparoscopic sigmoidectomy with
trans-anal specimen extraction for correction of rectal prolapse
Byung Seup Kim (Hallym Univ.)

IX-21

Short-term outcomes of laparoscopic left
hemicolectomy
정경욱 (성균관의대)

IX-22

하트만 수술의 복강경 복원술
박중민 (중앙의대)

좌장: 이우정 (연세의대), 강구정 (계명의대)
IX-06

Free Paper IV: 대장항문 I

좌장: 김형록 (전남의대), 이석환 (경희의대)

laparoscopic resection of primary adrenal
teratoma in an adult
Hyun Hwa Oh (Konyang Univ.)

14:05∼15:15

Coffee break

IX-23

Degree of difficulty of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Experience of non-colorectal
specialist
박중민 (중앙의대)

IX-24

Three-port laparoscopy-assisted colectomy
for colorectal cancer using external
stringed traction
Joong-Min Park (Chung-Ang Univ.)

IX-25

SILSTM Port를 이용한 Transanal rectosigmoidectomy (TARES) in swine model
김태형 (국립암센터)

Choon Hyuck D Kwon
(Sungkyunkw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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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7:35

Free Paper IV: 대장항문 II

장소: 컨퍼런스룸(북) (203호)

좌장: 백정흠 (가천의대), 정승용 (서울의대)
14:05∼15:15
IX-32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복강경 술식과 로봇 술식에 따른 단기
간 결과비교
조재승 (고려의대)

IX-33

Transumbilical single port laparoscopic appendectomy: Retrospective comparative
analysis of 121 consecutive cases

좌장: 박영규 (전남의대), 이주호 (이화의대)
IX-13

내
시
경
복
강
경

IX-35

IX-36

IX-37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위한 준비단
계로서의 이공 복강경 수술 초기 경험 - 7예
김훈혁 (가톨릭의대)
Learning curve for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right hemicolectomy for colorectal surgeon
Yuen Geng Yong Male (Hosp. Selayang)
Initial experience of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in colorectal division
Jeong-Eun Lee (Hansol Hosp.)
Robotic single port low anterior resection
in cadaver model (video presentation)
Han Beom Lee (Yonsei Univ.)

17:35∼17:40

복강경 항역류수술의 초기 경험
김범수 (울산의대)

IX-14

위암의 수술 전 위치 측정을 위해 내시경
Clip적용 및 CT gastroscopy의 효용성
이영준 (울산의대)

IX-15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변형 축소위우회술
김지선 (순천향의대)

IX-16

A novel endoscopic fluorescent clip for the
localization of gastrointestinal tumours
Dae Kyung Sohn (National Cancer Center)

IX-17

식도-위 경계부에 위치한 위 점막하 종양의
복강경적 치료
정귀애 (순천향의대)

IX-18

위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발견된 위벽내
농양의 복강경적 배농술 1예
정귀애 (순천향의대)

IX-19

Single-port laparoscopic repair of perforated duodenal ulcer: Intracoporeal “Cross
and twine” knot
Sungho Lee (The Catholic Univ. of Korea)

Won Jun J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IX-34

Free paper III: 상부위장관

Closing Remarks
15:15∼15:35

Coffee break

이사장: 김준기 (가톨릭의대)
15:35∼16:35

Free Paper V: 내분비/총론

좌장: 문병인 (이화의대), 이상목 (경희의대)
IX-26

40

Technical points in laparoscopic
adrenalectomy
유 현 (울산의대)

Scientific Program
IX-27

Laparoscopic single-port access right adrenalectomy using lee’s port: A case report
Sung Hoon Choi (Yonsei Univ.)

IX-28

Endoscopic thyroidectomy through transoral trivestibular approach: A preclinical
study in cadavers
김종흥 (국립중앙의료원)

IX-29

단일 기관에서 10년 동안 시행된
내시경/복강경 수술
나유미 (건양의대)

IX-30

The efficacy of laparoscopic splenectomy
in 89 patients with benign hematologic
disease
Jin-Shick Seoung
(Chonnam National Univ.)

IX-31

포스터 전시
IX-50

Laparoscopic splenecetomy for sclerosing
angiomatoid nodular transformation
(SANT) of the spleen
Soon Hwa Youn (Dong-A Univ.)

IX-51

복부 자상환자에게 있어서 단일포트 복강경
술의 적응 1예
류 훈 (연세원주의대)

IX-52

외상성 횡격막 파열 환자에서의 복강경 치료
김가정 (경상의대)

IX-53

Role of laparoscopy in the diagnosis of
visceral injuries following abdominal stab
wounds
김가정 (경상의대)

IX-54

복강경 하트만 수술후 복강경 복원술
이진영 (충북의대)

Laparoscopic removal of retroperitoneal
Castleman's disease
유 현 (울산의대)

16:35∼17:35

Free paper VII: 탈장/총론

IX-55

Periappendiceal abscess: Conservative treatment & interval appendectomy (IA)
Keun-Su You (Chungbuk National Univ.)

IX-56

성인에서 발견된 환상췌장의 복강경을
이용한 치료
박성무 (중앙의대)

IX-57

Intussusception in adult caused by trichuris trichiura: A case report
In Kyu Park (National Medical Center)

IX-58

위-십이지장 궤양 천공 시 복강경하 일차
봉합술
방휘재 (연세원주의대)

IX-59

복강내 금속성 이물질의 복강경 제거 2례
박재정 (한양의대)

IX-60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복강경을 이용한
단일절개 충수절제술 이진아 (가톨릭의대)

IX-61

장골이식수술 후 발생한 절개창탈장의
복강경 수술 1예
정우철 (고려의대)

IX-62

복강경 충수돌기절제술과 개복 충수돌기절
제술의 수술창상감염 비교
서용준 (서울의대)

좌장: 허경렬 (순천향의대), 권국한 (일산병원)
IX-38

복강경 복부탈장 교정술의 임상적 고찰
정 민 (가천의대)

IX-39

Impaired urination in patients following
laparoscopic totally extraperitoneal inguinal
hernioplasty
Tae Kyung Ha (Hanyang Univ.)

IX-40

Nearly-scarless single port laparoscopic totally extraperitoneal (SPLTEP) hernia repair
김지훈 (가톨릭의대)

IX-41

Initial experience of single incision total
extraperitoneal laparoscopic inguinal hernia
repair
박민근 (연세의대)

IX-42

Laparoscopic fixation prevents migration of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Misun Kwon (Gach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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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63

IX-64

IX-65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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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car site hernia after the use of bladeless trocar despite closure of fascial defect
in robotic colorectal surgery
박민근 (연세의대)

14:00∼15:00

A case of left paraduodenal hernia;
unusual cause of intestinal obstruction
최새별 (고려의대)

ESPEN guideline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SPLS) in
emergent condition- Bezoar in small bowel:
Report of 1 case
Kyung Je Go (The Catholic Univ. of Korea)

IX-66

The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surgery
Jung-Woo Kang (Inje Univ.)

IX-67

Single-incision laparoscopic surgery for
right hemicolectomy: Initial experience
김병섭 (한림의대)

IX-68

Comparison between LADG and RSG at
stomach cancer surgery
Hoon An (Inje Univ.)

대사영양

좌장: 김인호 (계명의대)

15:00∼15:20

15:30∼16:30

13:30∼13:35

Dr. Arved Weimann
(00000000000000)

Coffee break

일반연제

좌장: 이문수 (순천향의대), 최재운 (충북의대)
V-01

응급 위장관 수술 후 조기 경구/경장
섭취의 경험
이재길 (연세의대)

V-02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경비관을 통한 조기
경장 영양의 유용성
김지훈 (서울의대)

V-03

Nutritional risk index was a important
predictor of postoperative wound complications in patients undergoing gastrectomy
Cheongah Oh (Sungkyunkwan Univ.)

V-04

The clinical application of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in patients with critical
illness
Sung Hoon Kim (Yonsei Univ.)

V-05

Validity of the nutritional risk screening tool
in oncologic patients: Pilot study to the planed
surgical patients for gastrointestinal cancer
Mi Ran Jung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8:25∼17:2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호)

특 강

개회사
회장 김인호 (계명의대)
16:30∼17:30
좌장: 배재문 (성균관의대)

13:3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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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support를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활용법
김기원 (국립암센터)

심포지엄

좌장: 전해명 (가톨릭의대), 한호성 (서울의대)
Metabolic Complication in Surgical Patients Induced by
(1) Nutrition Support
류승완 (계명의대)

Scientific Program
(2) Drug

김형진 (가톨릭의대)

(3) Surgical Procedure

17:30

박준성 (연세의대)

XIV-004 대장암 세포주를 이용한 간전이 동소이식
모델
민병소 (연세의대)
XIV-005 대장암 환자에서 K-Ras, BRAF 돌연변이
유무와 임상적 의의 및 예후와의 관계
안태성 (순천향의대)

시상 및 폐회
회장 김인호 (계명의대)

08:50∼09:40

Free Paper II

좌장: 이봉화 (한림의대), 최홍조 (동아의대)

대장항문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08:25∼17:2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 105호)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호)

08:00∼08:10

개회사
회장 김영진 (영남의대)

08:10∼08:50

Free Paper I

좌장: 김영진 (전남의대), 김종훈 (전북의대)
XIV-001 Expression changes of angiogenic factors
in rectal carcinomas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Sungwoo Cho (Soonchunhyang Univ.)
XIV-002 대장암 환자에서 유출정맥의 암태아항원의
재발예측인자로서의 중요성
이수영 (서울의대)
XIV-003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골
반측벽 국소재발에 미치는 영향
신승환 (영남의대)

XIV-006 The therapeutic effect of adipose-derived
stem cells on ischemia-induced colitis model
김윤정 (인제의대)
XIV-007 Identification of the hSRBC tumor suppressor gene as a novel transcription target
of TNF alpha in human colon epithelial cells
Sun Jin Park (Kyung Hee Univ.)
XIV-008 Predictive value of TS and ERCC-1 mRNA
expression for in vitro chemosensitivity in
colorectal cancer
정혁준 (성균관의대)
XIV-009 Pro-angiogenic factor Cyr61 is linked to colorectal cancer development and prognosis
Moo Jun Baek (Soonchunhyang Univ.)
XIV-010 shRNA CD44 inhibits cell proliferation, invasion and promotes apoptosis in SW 620
colon cancer cells
박연선 (전남의대)
09:40∼10:00

10:00∼11:00

휴 식

Free Paper III

좌장: 이동근 (한솔병원), 임석원 (항외과)
XIV-011 Correlation of histopathology with anorectal manometry following stapled hemorrhoidectomy
홍영기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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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XIV-012 양성항문 질환에 있어 원형 자동문합
술식의 다양한 적응
황성환 (e항운병원)
XIV-013 대장수술시 술전 장처치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전국 현황 조사 강병모 (경희의대)
XIV-014 대장내시경 용종 간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정성택 (국립암센터)
XIV-015 직장암 절제수술 때 일시적으로 설치한 회
장루 환자에서의 전환성 대장염: 발생빈도
및 복원수술 후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관한
전향적 연구
손동녕 (고려의대)
XIV-016 회장루 복원술 시행시 창상봉합 방법에
따른 창상감염 분석: 선형봉합 및
쌈지봉합의 비교
이중렬 (순천향의대)

대
장
항
문

11:00∼12:00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5:30

심포지엄 I. 항문질환의 최신 지견

좌장: 이상전 (충북의대), 황용희 (서울위생병원)
13:30∼13:50

1. 치핵 양상에 따른 적절한 술기의 선택
송석규 (송도병원)

13:50∼14:10

2. 치핵의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병행법
송기환 (구병원)

14:10∼14:30

3. 항문 주위 농양과 치루의 수술
주재균 (전남의대)

14:30∼14:50

4. 치루 치료의 새로운 시도

Free Paper IV

좌장: 김준기 (가톨릭의대), 김흥대 (성균관의대)
XIV-017 Transanal endoscopic microsurgery for the
treatment of well-differentiated rectal neuroendocrine tumor
김형란 (성균관의대)
XIV-018 Totally shifting to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in colorectal disease: Report of
two year experience
Sang Chul Lee
(The Catholic Univ. of Korea)

14:50∼15:10

5. 치열의 치료

15:10∼15:30

토 의

15:30∼15:50

휴 식

15:50∼17:50

송기호 (대항병원)
정순섭 (이화의대)

심포지엄 2. Colorectal Cancer
Symposium: Current Issues in CRC

좌장: 오승택 (가톨릭의대), 유창식 (울산의대)

XIV-019 The interim results of stent-laparoscopic
approach in obstructing left-sided colon
and rectal cancer
김혜진 (경북의대)

15:50~16:05

XIV-020 Circumferential margin and local recurrence
after laparoscopic total mesorectal excision
Yong-Geul Joh (Hansol Hosp.)

1. Adjuvant Chemotherapy for Stage
II Colon Cancer: Is it Needed?
연자: 서광옥 (아주의대)

16:05~16:20

Discussion

XIV-021 복강경 대장수술 시 장유착 억제제의
사용이 필요한가?
손경모 (부산의대)

16:20~16:35

XIV-022 Lymphovascular or perineural invasion
may predict lymph node metastasis in
T1-2 colorectal cancer
허정욱 (전남의대)

2. Indication of RT for Rectal Cancer:
Differences between Europe and USA
연자: 오재환 (국립암센터)

16:35~16:5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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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황대용 (건국의대)

토론자: 김재황 (영남의대)

Scientific Program
16:50~17:05

17:05~17:20

3. cCR after Chemoradiation: Viable
Options
연자: 이우용 (성균관의대)

08:50∼09:40

Free Paper VI

좌장: 김광호 (이화의대), 김형록 (전남의대)

Discussion
토론자: 김형록 (전남의대)

17:20~17:35

4. CRC with Multiple Metastasis: Is
Palliative Surgery Needed?
연자: 최홍조 (동아의대)

17:35~18:50

Discussion
토론자: 신응진(순천향의대)

17:50∼18:00

시상식 / 폐회식
이사장 김남규 (연세의대)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5호)

08:00∼08:50

Free Paper V

좌장: 김남규 (연세의대), 김재황 (영남의대)
XIV-023 초고령 직장암 환자에서 시행된 초저위
전방절제술의 안전성: 복회음 절제술과의
비교
곽재영 (울산의대)
XIV-024 용종 절제술 후 수술한 환자에서 잔존암의
유무와 의의
장은정 (대구가톨릭의대)
XIV-025 Early initiation of 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stage III colon cancer
백성규 (계명의대)
XIV-026 Safety and feasibility of NiTi Shape
Memory BioDynamix ColonRing in colorectal cancer
강정현 (연세의대)
XIV-027 II기 대장암 환자에서 재발 위험인자
이재임 (가톨릭의대)

XIV-028 Colorectal cancer patients at high-risk of
having synchronous multiple primary cancers in extra-colonic sites
김병섭 (한림의대)
XIV-029 Factors predicting oncologic outcomes of
colon cancer with fewer than 12 lymph
nodes retrieved
허정욱 (전남의대)
XIV-030 Indeterminate pulmonary nodule in rectal
cancer: a recommendation for follow-up
guideline
백세진 (고려의대)
XIV-031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in vitro 항암제감
수성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이동희 (영남의대)
XIV-032 Validation of the 7th edition of the AJCC
staging in patients with stage II & III colorectal cancer
김경호 (울산의대)
09:40∼10:00
10:00∼11:00

휴 식
Free Paper VII

좌장: 황대용 (건국의대), 박규주 (서울의대)
XIV-033 대장암의 전이림프절 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선일 (고려의대)
XIV-034 T1 직장암 환자의 경항문 절제술 후 장기
생존분석
윤용식 (울산의대)
XIV-035 대장암 수술 전 PET/CT의 N병기와
M병기의 정확도
김강미 (건국의대)
XIV-036 폐쇄성 결장암의 재발 양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박만우 (영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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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XIV-037 Comparison of the 6th and 7th AJCC
TNM staging system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rcinoma
Sang Woo Lim (Chonnam National Univ.)
XIV-038 Characteristics of submucosal invasive
colorectal carcinoma without preexisting
adenoma
Jung Hyuk Suh (National Cancer Center)

11:00∼12:00

Free Paper VIII

좌장: 배옥석 (계명의대), 서광욱 (아주의대)

대
장
항
문

XIV-039 Selective use of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for T3 rectal cancer can be
justified: An analysis of local recurrence
with minimum 2-year follow-up
백세진 (고려의대)
XIV-040 진행성 대장암 (Incurable CRC)에서 고식적
절제술의 효과
이창호 (전북의대)
XIV-041 The differences of recurrence rates after
local treatment or radical excision for early
colorectal cancer
조민미 (계명의대)
XIV-042 대장∙직장암 수술 환자에서의 표준진료지침서
김수홍 (가톨릭의대)
XIV-043 직결장암에서 예후 예측인자로서 유전인자의
발현과 유전인자간의 상관관계
이인규 (가톨릭의대)
XIV-044 Prognostic factor analysis in ypN0 patients
with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Jin Soo Kim (Chungnam National Univ.)

XIV-046 Long-term survival after surgical resection of
multiple bone metastases from rectal cancer
Seok Jin Choi (Chonbuk National Univ.)
XIV-047 Sigmoid colon obstruction due to adhesive
band after uterine involution
Je Seock Ryu (Korea Univ.)
XIV-048 Carcinosarcoma of the colon: Report of a case
Hye Seong Ahn (Seoul National Univ.)
XIV-049 Late recurrence of stomal metastasis
following abdomino-perineal resection of
rectal cancer
이성호 (가톨릭의대)
XIV-050 Synchronous T-cell lymphoma in patient
with colon cancer: A case report
Deuk Young Lee (Inje Univ.)
XIV-051 대장직장암 환자에서 정규 수술과 응급
수술의 예후 비교
곽승진 (경상의대)
XIV-052 Factors for prediction of lymph node
metastasis in submucosally invasive colorectal cancer
이승현 (고신의대)
XIV-053 UFT efficacy as maintenance therapy in
stage III colon cancer
Myoung Jin Kim (Korea Univ.)
XIV-054 3기 대장직장암에서 임파선 전이비(ratio)의
임상적 의의
박요한 (가톨릭의대)
XIV-055 충수돌기에서 발생한 낭선종의 복강경
절제술 1예 보고
유경탁 (한일병원)
XIV-056 Laparoscopic treatment of sigmoidorectal
intussusception caused by mucinous adenocarcinoma
Seok Youn Lee (Wonkwang Univ.)

포스터 전시

XIV-057 Analysis of the learning curve in hand-assisted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CUSUM and MA mathod
Hyung Ook Kim (Sungkyunkwan Univ.)

XIV-045 첫 임상 양상으로 요근농양을 보인 진행성
구불결장암 증례 보고
조영규 (한일병원)

XIV-058 Initial experience of the feasibility of SILS
for appendectomy in complicated appendicitis
강동백 (원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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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059 단일통로를 이용한 소장절제술 2예
김형진 (가톨릭의대)

XIV-073 직장에서 발생한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성
종양
김대동 (대구가톨릭의대)

XIV-060 Use of fresh cadavers in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training
김수홍 (가톨릭의대)

XIV-074 크론병(Crohn's disease)수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의 위험인자
양성수 (울산의대)

XIV-061 횡행결장 및 공장과 fistula를 형성한
대망의 방선균증 1예
임경훈 (안동병원)

XIV-075 Colo-anal anastomosis for recurrent hirschsprung’s disease in adults
오흥권 (서울의대)

XIV-062 성인에서의 완전 관상 대장 중복증
(Complete tubular duplication of colon)1예
김남원 (순천향의대)

XIV-076 Interval appendectomy for initially misdiagnosed mucinous cystadenoma of appendix
Seong Hoon Lee (Korea Univ.)

XIV-063 성인의 거대결장증

XIV-077 Incidentally detected papillary mesothelioma of peritoneum in patient with sigmoid colon cancer
Sung Wook Kwon (Konyang Univ.)

장인식 (경희의대)

XIV-064 대장내시경 중 대장천공에 의해 발생한
복막염 및 광범위 기종의 효과적 치험 사례
서수연 (국립경찰병원)
XIV-065 Granular cell tumor in the anal region
강동벡 (원광의대)

XIV-078 S상 결장 간막에 발생한 여포형 수지세포
육종(Follicular dendritic cell sarcoma) 1례
박성진 (부산의대)

XIV-066 직장 선암으로 오인된 자궁내막증에서
기원한 고등급, 혼합형, 장액성 및 투명세포암
김임경 (일산병원)

XIV-079 피부 악성 흑색종 환자의 회장원격 전이에
대한 증례
한기빈 (고려의대)

XIV-067 Sigmoido-rectal intussusception due to
giant LST including focal adinocarcnoma
소광오 (국립중앙의료원)
XIV-068 Foreign body granuloma mimicking local
recurrence
Jung Won Ryu (Kyung Hee Univ.)
XIV-069 방선균에 의한 항문주위농양 1예
홍정범 (인하의대)

XIV-080 A case of primary malignant peritoneal
mesothelioma
Jong Hyun Park
(Bongseng Memorial Hostpital)
XIV-081 전이성 대장암에서 FOLFOX4 regimen
사용 중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 1례
윤정석 (단국의대)
XIV-082 Burkitt lymphoma which lead to a bowel
obstruction on old age 김찬욱 (울산의대)

XIV-070 A case of sigmoid colon endometriosis
Sung Il Cho (Korea Univ.)

XIV-083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presented with a perforated rectal ulcer
Jeong Hui Lee (Hanyang Univ.)

XIV-071 Mucinous adenocarcinoma derived from
long standing fistula in ano: A case report
강 효 (전남의대)

XIV-084 The role of diverting loop ileostomy
양성수 (울산의대)

XIV-072 Repeat IPAA for recurrent pouch-vaginal
fistula following restorative proctocolectomy
오흥권 (서울의대)

XIV-085 정규 결장암 수술에서 예방적 항생제의 수
술 전 1회 투여요법과 수술 전후 2회 투여
요법의 전향적 연구
안재봉 (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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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086 결장절제술을 시행한 장간막 섬유종증 2예
성승훈 (연세원주의대)
XIV-087 결장직장암에서 MMP-2와 MMP-7의 발현
홍성우 (인제의대)
XIV-088 Could IMA lymph node metastases be
considered as systemic disease?
허정욱 (전남의대)
XIV-089 근치적 대장암 수술후 조기에 발생한 간전이
윤상남 (울산의대)

XIV-099 Laparoscopy-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in colorectal liver metastasis- a new
approach
Byung Mo Kang (Kyung Hee Univ.)
XIV-100 Defining of learning curve for laparoscopic
LAR with double stapling technique anastomosis
김광연 (서울보훈병원)
XIV-101 양성 항문질환 수술 전 시행한 대장 내시경
에서 발견된 대장암
이성근 (e항운병원)

XIV-090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후 원발병소의 완
전 관해를 보이는 환자들의 종양학적 결과
장태영 (울산의대)

비만대사

XIV-091 대장암에 대한 제6판과 제7판 AJCC TNM
병기분류법의 비교
박정규 (연세의대)

대
장
항
문
∙
비
만
대
사

XIV-092 Lymph node ratio predicts survivals in
stage III colon cancer
Hyun Goo Kim (Korea Univ.)
XIV-093 대장암 환자의 FOLFOX 항암치료와 비장비대
정은주 (건국의대)
XIV-094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시행된 근치적
대장암 수술의 장기성적
성승훈 (연세원주의대)
XIV-095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SPLS) in
colorectal cancer: Report of initial 96 cases
Byung Jo Choi (The Catholic Univ. of Korea)
XIV-096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tumors: 9 years of experience
institution
계봉현

retrorectal
in a single
(가톨릭의대)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9:00∼17:0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5호)

09:00∼10:30

좌장: 이주호 (이화의대), 허윤석 (인하의대)
VII-01

Bariatric surgery with uncommon status
patients - 3 cases
정 헌 (가톨릭의대)

VII-02

위밴드술 후 2차 위소매절제술의 경험 1예
한상문 (차의과학대학교)

VII-03

위 밴드 삽입술 후 발생한 합병증 - 2예
이준서 (가톨릭의대)

VII-04

Endoscopic and laparoscopic removal of
gastric band after gastric band erosion
Sehoon Kang
(Seoul Medical & Surgical Clinic)

VII-05

위 소매 절제 후 절단면 보강봉합은 필요한가?
정홍규 (순천향의대)

VII-06

Effect of Roux-en-Y reconstruction after
distal gastrectomy on microRNA-122 expression
하태경 (한양의대)

XIV-097 Single-port appendectomy for appendicitis:
multicenter analysis
이재임 (가톨릭의대)
XIV-098 Sin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SPLS) in
colorectal cancer: short-term outcomes of a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and
SPLS
Sang Chul Lee
(The Catholic Univ.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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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07

고도비만환자의 수술적 치료 결과-단일병원
초기결과
정 헌 (가톨릭의대)

VII-12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축소위우회술: 12개월
추적결과
허경열 (순천향의대)

VII-08

Complications after laparoscopic roux en Y
gastric bypass for obese patients
Iljae Park (Inha Univ.)

VII-13

제2형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 위우회
술의 결과
정 헌 (가톨릭의대)

VII-14

BMI 25이하의 당뇨병환자에서 십이지장 공
장 우회술의 효과: 조기 결과
홍인기 (인하의대)

VII-15

체질량지수 32kg/m2미만의 제2형 당뇨 환
자들에게 시행한 변형 위공장 우회술의 단
기 성적
최영수 (가톨릭의대)

VII-09

VII-10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LAGB): Surgical results and 3-year follow-up.
강세훈 (서울내과외과)
한국 비만대사수술의 현황
이상권 (가톨릭의대)

10:30∼10:50

Coffee break
14:30∼15:20

10:50∼11:20

회장강연

특 강
좌장: 김응국 (가톨릭의대)

고도비만 수술센터의 필요성? 개원의 관점

한국 비만대사 외과의 역사
김응국 (대한비만대사수술 연구회장)
15:20∼15:40

Coffee break

조민영 (365mc)
15:40∼16:40
11:20∼12:30

패널토의: Sleeve Gastrectomy
vs. Gastric Banding
좌장: 최승호 (연세의대)

한상문 (차의과학대학교), 이홍찬 (이홍찬외과)
박중민 (중앙의대), 강세훈 (서울내과외과)
김용진 (순천향의대), 박윤찬 (서울슬림외과)

13:30∼14:30

Symposium

일반연제 II

좌장: 최윤백 (울산의대)
15:40∼16:10

1.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에서 수술은
필요한가? - 내과적 관점
오상우 (동국의대 가정의학과)

16:10∼16:40

2. 비만 치료 보험급여의 필요성
강재헌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16:40∼17:00

총 회

좌장: 허경렬 (순천향의대), 한상욱 (아주의대)
VII-11

병적 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제2형 당뇨 환
자에서 복강경하 십이지장-공장 우회술의
혈당조절에 대한 효과 최영수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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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5

소아의 천공성 충수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
염의 복강경적 치료의 유용성
장혜경 (연세의대)

X-06

결핵에 의한 급성 충수 돌기염 1예 보고
남소현 (인제의대)

포스터 전시
VII-16

Successful management of staple line leak
after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with
AMPLATZERⓇ vascular plug and covered
stent
노정호 (순천향의대)

VII-17

Enteroscopic removal: Anchoring lap-band
최현정 (순천향의대)

VII-18

Gastric bleeding after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강세훈 (서울내과외과)

09:05∼10:00

일반연제 II: 위장관 II

좌장: 이명덕 (가톨릭의대), 정연준 (전북의대)
X-07

Currarino 증후군: 2예 보고
유기상 (아주의대)

X-08

소아외과

김태훈 (울산의대)
Abstract page: ∼

비
만
대
사
∙
소
아
외
과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9:00∼00:0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8호)
08:00∼08:05

개회사

X-09

총배설강 기형 환아들의 신생아 시기의
수술적 치료와 임상경과 조민정 (울산의대)

X-10

신생아에서 발생한 benign transient
non-organic ileus
오정탁 (연세의대)

X-11

금식상태의 식도폐쇄 및 기관루 환아에서
발생한 위문부협착증 1예
정은영 (계명의대)

X-12

Small bowel obstruction because of swallowed jelly-toy: report of two cases
정혜민 (서울의대)

회장 김상윤 (대구파티마병원)

08:05∼09:05

큐라리노 증후군의 임상 경험

일반연제 I: 위장관 I

좌장: 한석주 (연세의대), 이남혁 (영남의대)

10:00∼10:20
X-01
X-02

X-03
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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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남아의 공장에서 발생한 혈관종에 의한
장출혈 1예
우인택 (경북의대)

휴 식

10:20∼11:10

일반연제 III: 간담췌 I

Laparoscopically assisted anorectal
pull-through (LAARP)로 치료한 중위-고위
항문직장 기형환자들의 perioperative 결과
정수민 (성균관의대)

X-13

배꼽주위 절개를 통한 신생아 수술
신현백 (성균관의대)

소아의 난치성 수두증에서 시행한
뇌실-담낭 우회술
장은영 (연세의대)

X-14

산전 진단된 담관 낭종의 수술 시기
김태훈 (울산의대)

소아 단일 통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의
초기 경험
김태훈 (울산의대)

좌장: 최순옥 (계명의대), 오정탁 (연세의대)

Scientific Program
X-15
X-16
X-17

췌장염이 동반된 선천성 담도 낭종 환자에
서의 수술 시기
조민정 (울산의대)
선천성 담관 낭종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김종규 (이화의대)
유두부의 비정상적인 위치를 동반한
총수담관 낭종
김성강 (전북의대)

11:10∼12:00

X-18

카사이 수술 후 장기생존환자의 예후에
대한 고찰
정은영 (계명의대)

X-19

간이식 영역에서의 담도 폐쇄증의 장기
치료 성적
박효준 (성균관의대)

X-21
X-22

담도폐쇄의 카사이 술식 후의 황달 소실
여부에 대한 수술 전 간섬유화스캔의
유용성
장혜경 (연세의대)
단일공법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초기경험
조민정 (울산의대)
소아의 췌장 고형 가유두상 종양에서
시행한 복강경하 비장 보존 원위부
췌절제술 (비디오 구연) 유지영 (고려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4:30

특 강
좌장: 김상윤 (대구파티마병원)

선천기형의 산전진단과 태아치료
원혜성 (울산의대 산부인과)

일반연제 V: 경흉부 및 혈관

좌장: 서정민 (성균관의대), 최윤미 (인하의대)
X-23

15세 이하 소아에서의 갑상선암
박태진 (서울의대)

X-24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환아의
동반기형 및 특성
정은영 (계명의대)

X-25

기관연화증 영아에서 시행한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
장은영 (연세의대)

X-26

호중구 수와 과식구-대식구 집락자극인자의
투여가 이식형 중심정맥카테터 수술의 조기
감염에 미치는 영향
정규환 (서울의대)

X-27

Incomplete removal of indwelling catheter:
A rare complication of totally implantable
venous devices
이한별 (서울의대)

일반연제 IV: 간담췌 II

좌장: 최금자 (이화의대), 설지영 (충남의대)

X-20

14:30∼15:20

15:20∼15:40

휴 식

15:40∼16:30

일반연제 VI: 탈장 및 요막관

좌장: 주종수 (주종수외과), 최수진나 (전남의대)
X-28

Clinical analysis of inguinal hernia in
pediatric patients
박종훈 (전남의대)

X-29

소아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의 초기경험
김홍규 (고려의대)

X-30

소아 간이식 후 발생한 후내측 횡격막
탈장: 증례보고 4례
정수민 (성균관의대)

X-31

소아에서 복강경으로 교정한 좌측 십이지장
주위 탈장 1예 보고
남소현 (인제의대)

X-32

산전진찰에서 발견된 요막관 낭종 (allantoic
cyst): 요막관 개존 (patent urachus)과의 관계
김지영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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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심포지엄: Vascular Access
좌장: 김성철 (울산의대)

1. Available Devices

최윤미 (인하의대)

2. Peripheral and Umbilical Access
최수진나 (전남의대)
3. Jugular Access

김현영 (서울의대)

4. Cephalic and Subclavian Access
문석배 (성균관의대)
5. Saphenofemoral Access

최승훈 (연세의대)

6. Central Line Infection

소
아
외
과
∙
위

3. Reverse double-stapling esophago- gastrostomy
in proximal gastrectomy
공성호 (서울의대)
10:20∼10:40

Coffee break

10:40∼11:40

Quality of Life(QOL) in Gastric
Cancer

좌장: 양한광 (서울의대), 정호영 (경북의대)
1. How to measure the QOL in gastric cancer?
윤영호 (국립암센터)
2. What is the issue of QOL after gastrectomy?
조규석 (순천향의대)

이명덕 (가톨릭의대)

위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4:50

Review of New Japanese
Classification of Gastric Cancer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9:00∼16:5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 105호)

좌장: 목영재 (고려의대), 김병식 (울산의대)
09:00∼09:20

학회장 인사말
회장 노성훈 (연세의대)

1. From the point of view of gastroenterologist
최일주 (국립암센터)
2. From the point of view of surgeon

09:20∼10:20

What’s new trial in reconstructions
after gastrectomy?

안대호 (차의과학대)
3. From the point of view of pathologist
김준미 (인하의대)

좌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배재문 (성균관의대)
1. LADG with jejunal pouch interposition
이준현 (가톨릭의대)
2. Roux-en Y gastrojejunostomy with modified
hemi-double stapling
전태용 (부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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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m the point of view of medical oncologist
정희철 (연세의대)
5. Discussion
14:50∼15:10

Coffee break

Scientific Program
15:10∼16:50

XII-02

The predictive factors of depression in
breast cancers patients
Jeeyeon Lee (Pusan National Univ.)

XII-03

Comparison with severity of neutropenia
after administration of docetaxel, adriamycin, cyclophosphamide (TAC) and adriamycin, cyclophosphamide, docetaxel (ACT) for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filgrastim) use and body mass index in breast c
Young Hyun Na (Korea Univ.)

XII-04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US detected
clinically & mammographically occult
breast cancer?
Soo Kyung Ahn (Seoul National Univ.)

XII-05

Histopathologic finding of BI-RADS
category 4a
민선영 (인제의대)

Concensus Conference

좌장: 권성준 (한양의대), 김용일 (이화의대)
1. Is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necessary in
Korean gastric cancer patient? 이근욱 (서울의대)
2. Surgical intervention for intestinal obstruction:
when and how?
이인규 (가톨릭의대)
3. Treatment modality for vitamin B12 deficiency
김형일 (연세의대)
4. Treatment for iron deficiency anemia
정 오 (전남의대)
5. Treatment for osteoporosis 이종인 (원자력의학원)

16:50∼

폐회사

XII-06

Quality-of-life and cosmetic outcome in oncoplastic breast conserving surgery
Minsun Kim (Konkuk Univ.)

XII-07

Endoscopy assisted nipple-areola complex
sparing mastectomy for breast cancer:
A preliminary experience
Yoonsun Joh (Kwandong Univ.)

XII-08

The efficacy of combined pedicle flap in
early breast cancer
Jeeyeon Lee (Pusan National Univ.)

XII-09

Sentinel lymph node biopsy in patients
with an initial diagnosis of ductal carcinoma in situ
Young Ju Jeong (Catholic Univ. of Daegu)

XII-10

Breast cancers with brain metastases are
more likely to be TNBC, express the
CK5/6
Woosik Choi (Kosin Univ.)

XII-11

A clinicopathologic study of 24 basal-like
breast carcinomas
Hyun-Jong Kang (Konkuk Univ.)

유 방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09:00∼17:00
장소: 그랜드볼룸 I (101, 102호)

장소: 그랜드볼룸 I (101호)

09:00∼10:38

영어발표
좌장: 000 (00의대), 000 (00의대)

XII-01

Neoadjuvant chemotherapy with docetaxel
and adriamycin in breast cancer
Dongwon Ryu (Kosi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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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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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12

XII-13

XII-14

Interpretation of Pin-1 and VEGF-C expression
in breast infiltrating duct carcinoma
Pil Sung Kang (Chosun Univ.)
Expressions of leptin, leptin receptor, adiponectin and adiponectin receptor in breast
cancer
Young Ju Jeong (Catholic Univ. of Daegu)
Expression of cyclin D1 and bcl-2 in infiltrat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Geunseok Yang (Hanyang Univ.)

10:38∼11:00

11:00∼11:50

휴 식

XII-22

유방 절제술후 난치성 장액 저류 치료의
증례보고
김주연 (경상의대)

XII-23

양측 유방을 침범한 림프종
유희선 (광주미즈피아병원)

XII-24

Clinical experience of local recurrence of
primary angiosarcoma
박근명 (인하의대)

XII-25

Mucinous carcinoma in male breast:
Case report
서영민 (계명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5:00

일반연제 I

증례발표
좌장: 000 (00의대), 000 (00의대)

유
방

XII-15

XII-16

XII-17

Invasive ductal carcinoma arising from
axillary accessory breast: 2 cases
Jin Ho Kwak (Univ. of Ulsan)
Malignant progression of spindle cell
tumor in the male breast: A case report
Young Ju Jeong (Catholic Univ. of Daegu)
Myoepithelial carcinoma of the breast in
recurrent breast abscess patient: Case report
Chunghyeun Ma (Hanyang Univ.)

좌장: 000 (00의대), 000 (00의대)
XII-26
XII-27

Bcl2 발현이 유방암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우정우 (서울의대)
The role of LVI as a prognostic factor in
LN-positive patients with invasive breast
cancer
송영주 (전남의대)

XII-28

Prognostic significance of molecular
subtype in stage I breast cancer
김령고 (원자력병원)

XII-29

유방암의 아형과 ATP를 이용한 항암제
감수성 검사 결과와의 연관 관계 분석
장지나 (이화의대)

XII-18

A case of carcinosarcoma of the breast
Soo Yun Moon (Kyung Hee Univ.)

XII-19

Metastasis of lung cancer to ipsilateral breast:
A case report Jin Ho Kwak (Univ. of Ulsan)

XII-20

Adenomyoepithelioma에서 기인한 invasive
myoepithelial carcinoma 1례: Case report
서영민 (계명의대)

XII-30

Evaluation of thermal effect after laser
ablation for breast cancer: Initial ex vivo
tissue studies
정진향 (경북의대)

XII-21

후복막강과 흉벽으로 전이를 일으킨 유방의
악성 엽상종양: 증례보고
김준호 (성균관의대)

XII-31

Is FISH only beneficial for breast cancers
with immunohistochemically equivocal results of HER2? Seho Park (Yonsei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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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XII-32
XII-33

유방암 환자에서 뇌 전이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신선형 (전남의대)

15:10∼17:00

New targeting treatment for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using photodynamic therapy
정진향 (경북의대)

일반연제 II
좌장: 000 (00의대), 000 (00의대)

XII-44

Relationship between Bcl-2 and clinical response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in
breast cancer
복상훈 (가톨릭의대)

감시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액와부 비감시 림프절 전이를 예측 할 수
있는 병리학적 인자
이안복 (이화의대)

XII-45

XII-36

Gemcitabine and vinorelbine combin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김관일 (원자력병원)

액와부 림프절 전이 예측 모델을 이용한
감시림프절과 비감시림프절 전이 판단의
유용성 비교
김해성 (한림의대)

XII-46

XII-37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Genexol-PMⓇ의
효용성
김병천 (전남의대)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of
T1 breast cancer
박혜란 (계명의대)

XII-47

액와 림프절 미세전이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과 예후: T1N0M0와 T1N1micM0 간의 비교
분석
정준수 (국립암센터)

XII-34

유방암의 선항암요법 후 수술시 절제연과
재발과의 연관성
신희철 (서울의대)

XII-35

XII-38

XII-39

The effect of pamidronate on cancer treatment-induced bone loss in breast cancer
Younok Lee (Hallym Univ.)

XII-48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식 조사
정일용 (서울의대)

Possibility of non-sentinel lymph node
metastasis when there is no tumor on frozen section analysis
이교원 (성균관의대)

XII-49

Long-term follow-up results of sentinel
lymph node biopsy using periareolar injection-breast cancer
이미리 (동아의대)

XII-50

Axillary Sentinel node biopsy in clinically
positive breast cancer 남정광 (가톨릭의대)

XII-51

Sentinel node biopsy in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neoadjuvant chemotherapy 문형곤 (서울의대)

XII-52

The impact of lymph node ratio on recurrence and overall survival in molecular
subtypes of breast cancer patients
Min-Young Choi (성균관의대)

XII-53

SPECT/CT검사를 이용한 감시림프절생검술
의 유용성
이정선 (인제의대)

XII-40

Case and literature review of the breast
sparganosis in Korea 구민영 (성균관의대)

XII-41

유방의 양성 유두상 병변에 대한 진공보조
생검 치료
이병길 (전북의대)

XII-42

Surgical management in granulomatous
lobular mastitis
허성모 (성균관의대)

XII-43

The significance of internal mammary
lymph node detected at lymphoscintigraphy
구민영 (성균관의대)

15:00∼15:1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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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방

Scientific Program
XII-54

XII-55

XII-56

XII-57

XII-58

XII-59

유
방
XII-60

XII-61

XII-62

XII-63

The accuracy of breast MRI for LNs metastasis diagnosis of patients with breast
cancer
Young-Ah Lim (Hallym Univ.)

장소: 그랜드볼룸 I (102호)

수술 전 MRI검사상 발견되는 유방암 주변
의 Non mass-like enhancement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
전창완 (인제의대)

09:00∼09:05

The accuracy of breast MRI and breast ultrasound for measuring the size of breast
cancer
Young-Ah Lim (Hallym Univ.)

09:05∼10:25

PET/CT와 흉부CT의 진행성 유방암 수술
전 액와 림프절 전이 평가 비교
김한석 (서울의대)
국소, 구역 그리고 반대측 유방암 재발 진단
을 위한 정기적 유방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배동식 (서울의대)
유방암 환자에서 F-18-FDG PET검사시 종양
과 동측 액와부 림프절와 SUV와의 관련성
이정선 (인제의대)
Effectiveness of CNB or FNAB before
performing US-VAB to reduce re-excision
in breast lesion
김라미 (아주의대)
Pomolic acid-induced activation of AMPK
enhances apoptosis in human breast cancer
cell
Jin Sun Lee (충남의대)
Migr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s in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s
Byung Joo Chae
(The Catholic Univ. of Korea)
유방암세포주에서 탈메칠화 약제, 히스톤탈
아세틸 효소 억제제 및 타목세펜의 세포사
멸효과에 대한 병합효과
김태원 (가톨릭의대)

개회사
이사장 노동영 (서울의대)

Young Age Breast Cancer

좌장: 이광만 (원광의대), 윤정한 (전남의대)
1. Speical issues in young age breast cancer
윤현조 (전북의대)
2. Pregnancy-related breast cancer
이진선 (충남의대)
3. Ovarian preservation during chemotherapy
최영민 (서울의대)
4. Pregnancy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
김태현 (인제의대)
10:25∼10:40

휴 식

10:40∼12:00

How to Manage a Research Lab

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 이은숙 (고려의대)
1. My experience - breast surgeon's viewpoint
김이수 (한림의대)
2. Resercher's viewpoint

김상민 (성균관의대)

3. Manage a research group as a clinician
김열홍 (고려의대)
4. National grant for surgeons
김명민 (삼성생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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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How I do Breast Surgery - Video Lecture
13:30∼15:10

How I do Breast Cancer Surgery (I)
좌장: 배정원 (고려의대)

1.

양정현 (성균관의대)

2.

노동영 (서울의대)

3.

윤정한 (전남의대)

4.

조세헌 (동아의대)

15:10∼15:20

이식 / 총론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9: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 (102호)
09:00∼10:00

일반연제 (총론 I)

좌장: 이도상 (가톨릭의대), 안승익 (인하의대)
III-01

다발성 외상 환자의 특징
박희성 (울산의대)

휴 식

15:20∼17:00

III-02

Early experience of laparoscopic operation
in trauma patients 박준범 (연세원주의대)

III-03

Management of patient with ambiguous
CT finding in blunt small bowel or mesentery injury
Byung Seup Kim (Hallym Univ.)

III-04

외상 환자에서 조기 대량 수혈의 예측 인자
로서 동맥혈 유산 농도의 중요성
경규혁 (울산의대)

III-05

복강내 장기 손상을 동반한 외상성 대동맥
손상 환자의 치료
정경원 (아주의대)

III-06

외과실습에서 환자안전교육의 효과
노혜린 (강원의대)

How I do Breast Cancer Surgery (II)
좌장: 박찬흔 (한림의대)

1.

백남선 (건국의대)

2.

안세현 (울산의대)

3.

이수정 (영남의대)

4.

노우철 (원자력병원)

17:00∼17:05

폐회사
회 장 배정원 (고려의대)

10:00∼11:00

일반연제 (총론 II)

좌장: 배영태 (부산의대), 남영수 (한양의대)
III-07

A call for surgical suture training module
and assessment tool
심정호 (가톨릭의대)

III-08

절개창탈장의 교정 방법에 따른 재발률 비교
송인호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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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09

Inguinal lymph node dissection in skin
cancer
Pyung-An Jung (성균관의대)

III-10

The bacteriologic study and antibiotics sensitivity of the acute appendicitis
김민균 (중앙의대)

III-11

III-12

The comparison of efficacy of initial appendectomy and interval appendectomy
patients with periappendiceal abscess
오현화 (건양의대)

11:20∼12:30

휴 식

일반연제 (이식)

좌장: 김유선 (연세의대), 왕희정 (아주의대)
II-01

흰쥐에서 대량 간절제술로 유발된 급성
간부전증에서 간세포 이식의 유용성
박정현 (가톨릭의대)

II-02

Liver transplantation for high MELD (≥30
points) ptients
Deok-Bog Moon (Univ. of Ulsan)

II-03

Volumetric analysis of the right liver of
the donor in the living-donor liver transplantation using open source image processing software
한형준 (고려의대)

II-04

Milan criteria를 초과하는 간암환자의
간이식 후 임상분석
윤영철 (가톨릭의대)

II-05

Reno-portal anastomosis using an
ringed-PTFE in LDLT for PV obliteration
& splenorenal shunts (Video)
문덕복 (울산의대)

II-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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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enter experiences of pancreas transplantation
Jae Berm Park (Univ. of Ulsan)

HLA 동일 이식신에서 발생한 급성 항체매
개거부반응의 증례보고 강창열 (울산의대)

포스터 전시 (총론)
III-13

복부와 경부 관통상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광민 (연세원주의대)

III-14

Two cases of post-extubation pulmonary
edema
Min Kyoon Kim (Chung-Ang Univ.)

III-15

후복강 농양을 형성한 Meckel 게실염 천공
1예
홍성민 (강원의대)

III-16

선택적 색전술로 치료된 외상 후 지연성
비장내 가성동맥류 1예 양광호 (부산의대)

III-17

Genetic and molecular analysis of angiomyolipoma associated with tuberous sclerosis complex
Hye-Jung Choi
(Transplantation Research Center)

III-18

Characterization of human malignant
mixed mullerian tumor (MMMT) cell lines

허혈성 장질환의 임상양상 및 예후
예측인자 판별
황지희 (울산의대)

11:00∼11:20

이
식
∙
총
론

II-07

Hye-Jung Choi
(Transplantation Research Center)
III-19

전신적 호산구 증가증과 병발한
충수돌기염의 1예
배진형 (동국의대)

III-20

A case of pleomorphic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of the abdominal wall directed invasion to the liver
최새별 (고려의대)

III-21

혈액응고인자 VIII 증가와 C, S 단백 감소를
동반한 환자에서 발생한 광범위 내장정맥
혈전증
권성욱 (건양의대)

III-22

Retroperitoneal ganglioneuroma encasing
the renal artery
Ki Woong Jang (Univ. of Ulsan)

Scientific Program
XI-03

Prognostic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blood transfusion in stomach cancer
김석환 (충남의대)

XI-04

한국인 위암 및 대장암조직에서 사립체 유전
자 4977bp 대결손의 빈도 및 정량검사결과
임상우 (전남의대)

XI-05

위암에서 F-actin capping protein α subunit
과발현의 임상병리학적 의미
정상호 (경상의대)

XI-06

Prognostic factors in surgtically treated
small intestinal lymphoma
강 효 (전남의대)

XI-07

Three novel germline mutations in MLH1
and MSH2 in families with lynch syndrome living on Jeju
양영로 (제주의대)

포스터 전시 (이식)
II-08

Graft-versus-host disease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김종만 (성균관의대)

II-09

Cardiac tamponade caused by tuberculosis
pericarditis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김종만 (성균관의대)

II-10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 메리놀 병원
장적란 (메리놀병원)

임상종양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09:00∼12:30
장소: 컨퍼런스룸(북) (201호)

09:20∼10:20

NanoTechnology for Solid
Malignancy

좌장: 이재복 (고려의대), 유항종 (원자력의학원)
08:20∼08:30

Welcome Address
회 장 윤여규 (서울의대)

08:30∼09:20

XI-02

Nano imaging for solid malignancy
허용민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09:40∼10:00

Therapeutic modality of nanotechnology
for solid malignancy
한원식 (서울의대)

10:00∼10:20

Future aspect of nanotechnology for
solid malignancy
최연호 (고려대 보건대학)

10:20∼10:40

Break

Oral Presentation

좌장: 한세환 (인제의대), 박영규 (전남의대)
XI-01

09:20∼09:40

Effectiveness of the 7th UICC N classification in the prognosis evaluation of gastric cancer patient
Sumin Chae (Ewha Womans Univ.)
Length heteroplasmic mutations of mitochondrial DNA was frequently observed
in Korean colon cancer
Sang-Woo Lim (Chonnam National Univ.)

10:40∼12:00

임상연구에서의 윤리적 쟁점

좌장: 이봉화 (한림의대), 노동영 (서울의대)
10:40∼11:00

임상연구 윤리의 역사적 흐름과
KGCP
임형준 (한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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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0

관찰 및 역학연구에서의 윤리
유상호 (한림의대)

16:10∼16:30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요법의
실제
홍 정 (아주의대)

11:20∼11:40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의 윤리
서이종 (서울과학대학)

16:30∼16:50

부작용의 평가 및 용량 조절 또는 치
료중단의 결정
송교영 (가톨릭의대)

11:40∼12:00

외과임상시험에서의 윤리

16:50∼17:00

토 의

양한광 (서울의대)
17:00∼17:10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Awarding & Closing Address
이사장 김남규 (연세의대)

포스터 전시

13:40∼15:00

임
상
종
양

Current Concept and Management
of Peritoneal Carcinomatosis

좌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XI-08

위아전절제술 후 단위동맥 손상 없이
발생한 잔위의 점막괴사 마미숙 (경상의대)

XI-09

GIST로 오인된 malignant mesothelioma
신동준 (단국의대)

XI-10

Huge GIST

XI-11

Tumor markers from ascites in colorectal
cancer
김태현 (제주의대)

XI-12

위암의 일차적 전이로 오인된 비장에 발생
한 염증성 가성 종양 1예
손태준 (을지의대)

XI-13

Identification of cancer initiating cells in
human pancreatic cancer in vivo
Hyun-Joo Lee (Sarcoma Research Center)

XI-14

전이성 유방암에서 보조적 항암요법
남유희 (가톨릭의대)

XI-15

CT에서 dedifferentiated liposarcoma로의
변화 양상
김종만 (성균관의대)

XI-16

Anti-cancer effect of TRAIL engineered
mesenchymal stem cells against sarcoma
Hyun-Joo Lee (Sarcoma Research Center)

XI-17

액와부에서 단독으로 발생한 수지양 수상세
포육종(Interdigitating dendritic cell sarcoma):
증례보고
한선욱 (순천향의대)

김영우 (국립암센터)
13:40∼14:00

Ovarian cancer

14:00∼14:20

Gastric cancer 진성호 (원자력의학원)

14:20∼14:40

Colorectal cancer

14:40∼15:00

토 의

15:00∼15:20

Break

15:20∼17:00

김재훈 (연세의대)

정승용 (서울의대)

Update for Chemotherapy

좌장: 김이수 (한림의대), 김경식 (연세의대)
15:20∼15:40

반응의 평가 (RECIST criteria 중심으로)
이석환 (경희의대)

15:40∼16:00

국내에서 항암요법의 의료보험 적용
현황 (실제 삭감사례)
김학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00∼16:10

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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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협 (한림의대)

Scientific Program
XI-18
XI-19

95세에서 발생한 피부악성말초신경초종:
증례보고
정은주 (건국의대)

14:30∼14:50

다발성 위장관 간질종양을 동반한 1형 신경
섬유종증 1예(증례)
이진원 (한림의대)

탈 장

일반연제 II

좌장: 양대현 (한림의대), 박진우 (충북의대)
IV-07

Inguinal hernia에서 시행한 laparoscopic
TEP repair의 초기 성적 임종원 (건양의대)

IV-08

젊은 남성의 간접 서혜부 탈장을 위한 고위
결찰술 후 장기 추적 결과
전연진 (국립경찰병원)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13:30∼15:30
장소: 그랜드볼룸 I (102호)

14:50∼15:30
13:30∼14:30

일반연제 I

좌장: 정 민 (가천의대), 이태석 (을지의대)
IV-01
IV-02
IV-03

좌장: 양대현 (한림의대), 박진우 (충북의대)
IV-09

서혜부 탈장으로 의심된 자궁 원인대 낭종
정춘식 (한솔병원)

Left paraduodenal hernia 1예 보고
정 민 (가천의대)

IV-10

여자에서 발생한 서혜부 탈장의 특징
정 민 (가천의대)

Spermatic cord로 전이된 위암; 탈장으로 오
인된 경우
김범수 (울산의대)

IV-11

수술기왕력이 없는 환자에서 발견된
샅굴 부위 자궁내막증
조동훈 (전남의대)

IV-13

Intestinal obstruction caused by internal
hernia through Foramen of Winslow
So-Eun Ahn (Hallym Univ.)

Clinical analysis of inguinal hernia repairs
after radical retropubic prostatectomies
류근수 (충북의대)

IV-04

Laparoscopic TEP repair versus open herniorrhaphy in recurrent inguinal hernia
임종원 (건양의대)

IV-05

서혜부 탈장교정술에서 급성 염증반응
(C-reactive protein)의 변화: Prolene Hernia
System (PHS)교정술과 Total
Extraperitoneal(TEP) 교정술의 비교
장혁재 (울산의대)

IV-06

증례발표

포스터 전시
IV-12

A case of giant inguinal hernia with
intestinal malrotation
김태한 (중앙의대)

Management of umbilical hernia complicated with liver cirrhosis
강혁조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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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I-09

이물질에 의한 하대정맥 혈전증에서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적 혈전제거술
안상현 (서울의대)

I-10

10 years long term outcomes after bypass
surgery in aortoiliac occlusive disease
Gwan-Chul Lee (Sungkyunkwan Univ.)

I-11

Carotid revascularization in concomitant
carotid stenosis and asymptomatic intracranial aneurysm
Jeong-Yeong Park (Yeungnam Univ.)

I-12

FDG uptake pattern on the Prosthetic Graft
without Infection in PET/CT Scan
Jong Woong Byun (Yeungnam Univ.)

I-13

Latrogenic retrograde aortic dissection during endovascular procedures for CTO in
iliac arteries
김상동 (가톨릭의대)

I-14

One decade of experience of splenic artery
aneurysm
이교원 (성균관의대)

I-15

Two-stage endovascular repair of separate
saccular thoracic and abdominal aortic
aneurysms: Report of a case
Joon Hyuk Kong (Daegu Veterans Hosp.)

I-16

The management of acute complications of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Report of 3
cases
Joon Hyuk Kong (Daegu Veterans Hosp.)

I-17

The outback ltd catheter: The novel re-entry technique in recanalization of chronic
inflow occlusion of the superficial femoral
arteries in 6 cases
Joon Hyuk Kong (Daegu Veterans Hosp.)

I-18

CABG with hybrid endovascular repair of
thoracic aortic aneurysm by debranching
and the creation of landing zone-zero;
Report of a case
Joon Hyuk Kong (Daegu Veterans Hosp.)

혈 관
Abstract page: ∼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09:00∼18:00
장소: 그랜드볼룸 I (101호)
09:00∼10:30

구연발표 I

좌장: 권오정 (한양의대), 정중기 (서울의대)
I-01

혈
관

Outcome of endovascular abdominal aortic
aneurysm repair in patients with hostile
neck anatomy
이호균 (전남의대)

I-02

국내 여러 지역에서 시행한 복부대동맥류의
선별검사
조진현 (경희의대)

I-03

Early results of eversion carotid
endarterectomy
Woo-Sung Yun (Yeungnam Univ.)

I-04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

I-05

대복재 정맥을 이용한 대퇴-대퇴동맥
우회술의 의의
주윤성 (대구가톨릭의대)

I-06

단일기관에서 대퇴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단기 치료성적과 평가방법론에 대한 비교연구
이문일 (인하의대)

10:30∼10:50

권태원 (울산의대)

Coffee break

10:50∼12:30

Quick Presentation
(포스터 슬라이드 발표)

좌장: 박호철 (경희의대), 조홍래 (울산의대)
I-07

Hybrid procedures for variable vascular
territories
강진모 (가천의대)

I-08

상지 동맥의 급성 혈전색전증
이진욱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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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16:00∼16:20

구연발표 II

대한혈관외과학회 해외연수 장학금
수혜자 귀국 보고

좌장: 정상영 (전남의대), 김동익 (성균관의대)

좌장: 문인성 (가톨릭의대)

I-19

IsolatEd calf vein thrombosis의 치료기간에
따른 재개통율에 미치는 인자 분석
박양진 (성균관의대)

Delayed endoleak

I-20

Predictor of recanalization in lower extremity deep vein thrombosis
Woo-Sung Yun (Yeungnam Univ.)

16:20∼17:40

I-21
I-22

I-23

I-24

소복재정맥 역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오금
부위 정맥류
신용찬 (서울의대)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 전 이중
초음파 검사에 의한 정맥 및 동맥상태의 평
가 초기 경험
남우석 (가톨릭의대)
Vascular access의 협착이나 폐색에 있어서,
혈관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진 경피적 혈
관내 시술의 평가 권상휘 (대구파티마병원)
Clinical outcome of major intraoperative
vessel injury during non-vascular surgeries
Tae Kyung Yoo (Seoul National Univ.)

15:00∼15:20

Symposium. Endovascular Management
of Infrainguinal Arterial Disease

좌장: 박장상 (가톨릭의대), 권태원 (울산의대)
16:20∼16:35

New concepts in endovascular theraphy
results (TASC II, clinical outcome)
권우형 (영남의대)

16:35∼16:50

Selective vs. Primary Stenting for
Femoro-popliteal Disease
소병준 (원광의대)

16:50∼17:05

Endovascular vs. hybrid approach for
critical ischemia
강진모 (가천의대)

17:05∼17:20

Atherectomy, stent-grafts (viabahn), will
it change the infrainguinal intervention
in Korea?
원제환 (아주의대)

17:20∼17:40

토 의

Coffee break

15:20∼16:00

조진현 (경희의대)

설명회: 의료에서 스마트폰
(smart phone in medicine)
17:40∼18:00

정기총회

좌장: 윤상섭 (가톨릭의대)
15:20∼15:30

스마트폰을 이용한 질환 홍보
장이찬 (충북의대)

15:30∼15:50

Smart phone in medical IT

포스터 전시
I-25

의원성 장골동맥손상의 방사선학적 중재치료
박종훈 (전남의대)

I-26

Traumatic popliteal artery dissection reconsturcted with reverse translocated great
sahpenous vein
Tae Ryung Kim (Gachon Univ.)

이태수 (충북의대)
15:50∼16:00

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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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9

하대 정맥에서 발생한 평활근육종: 6례의
치료 및 임상 결과
김지훈 (울산의대)

Treatment of the varicose veins with proper
energy delivery using 1470nm diode laser
Sehoon Kang (Seoul Medical & Surgical Clinic)

I-40

3세 소아의 다발성 동맥폐색증에서 하이브
리드 수술
안상현 (서울의대)

동정맥루 수술 전 초음파검사의 유용성
조진현 (경희의대)

I-41

Silverhawk를 이용한 대퇴동맥의 Atherectomy
시술 중 Duplex scan의 보조적 진단 가치에
대한 초기 경험
박기혁 (대구가톨릭의대)

I-42

혈전증에 의한 급성하지허혈증의 혼성치료
박종권 (인제의대)

I-43

Comparison of above-knee femoro-popliteal
bypasses between autogenous vein and
PTFE graft
박양진 (성균관의대)

I-44

Comparison between synchronous carotid
endarterectomy & coronary artery bypass
vs. Staged operation 박양진 (성균관의대)

I-45

Hybrid surgical and endovascular therapy
of lower extremity arterial disease involving the cfa
변승재 (원광의대)

I-46

수술장 투시영상을 통한 동맥경화증의 혈관
내 치료의 초기 결과
한언철 (서울의대)

Hypogastric artery revascularization during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of left common iliac artery aneurysm after EVAR
with embolization of contralateral hypogastric artery; Report of a Case
Joon Hyuk Kong (Daegu Veterans Hosp.)

I-47

경동맥내막 절제술에서의 우심막패치와 자
가정맥패치 사용의 장기 임상 결과와 비교
김지훈 (울산의대)

I-48

How to manage the acute mesenteric and
portal vein thromb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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