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0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회원 연수강좌]
PROGRAM
일시: 2010년 5월 15일(토) 09:00~17:20 / 장소: Pearl Room
08:00∼09:00

등 록

09:00∼10:30

임상 연구를 위한 통계기법 - 기초

09:00∼09:30

I. 의학 통계의 기본 개념 및 통계 분석의 원칙

09:30∼10:00
10:00∼10:30

좌장: 김인호 (계명의대), 박병주 (서울의대)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 3
II. 임상 연구 계획서 작성시 통계 분석 기술 및 통계적인 고려 사항
남병호 (국립암센터 암통계과) / 10
III. Randomization and sample size determination
신임희 (대구가톨릭의대 의학통계학과) / 16

10:30∼10:50

Coffee break

10:50∼12:30

임상 연구를 위한 통계기법 - 응용

10:50∼11:20
11:20∼11:50
11:50∼12:20
12:20∼12:30

I. Survival data analysis
이제영 (영남대 통계학과) / 29
II. Propensity score analysis in observation study
강대용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 33
III. 외과학회지 제출 논문에 적용된 실제 예제 전진호 (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 / 36
IV. 질의 및 응답

12:30∼13:30

Lunch

13:30∼15:40

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최신 지견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5:40

I. 비만 치료
II. 당뇨병 관리
III. 고혈압 치료
IV. 골다공증 치료
V. 질의 및 응답

15:40∼16:00

Coffee break

16:00∼17:20

인생 백배 즐기기

16:00∼16:40
16:40∼17:20

I.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II. 생선회 백배 즐기기

좌장: 강대용 (연세의대), 이태의 (건국의대)

좌장: 배정원 (고려의대), 조철균 (전남의대)
이상권 (가톨릭의대)
임성희 (한림의대 내과)
황진용 (경상의대 내과)
김인주 (부산의대 내과)

/
/
/
/

47
53
58
60

좌장: 노성훈 (연세의대)
조수철 (서울의대 정신과) / 63
조영제 (부경대 식품공학과)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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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개원회원 연수강좌]
PROGRAM
일시: 2010년 5월 16일(일) 09:00~12:30 / 장소: Pearl Room
08:00∼09:00

등 록

09:00∼10:30

암 검진 사업과 외과의사의 역할

09:00∼09:30

I. 암 검진 사업의 가이드라인

09:30∼10:00

II. 건강 검진 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10:00∼10:30

III. 운영의 실제 경험

10:30∼10:50

Coffee break

10:50∼12:30

검진에 필요한 초음파의 실제

10:50∼11:20

I. 유방 초음파

11:20∼11:50

II. 갑상선 초음파

11:50∼12:20

III. 복부 초음파

12:20∼12:30

IV. 질의 및 응답

좌장: 김병권 (김병권외과), 이윤식 (침례병원)
전재관 (국립암센터) / 89
김재헌 (자혜내과) / 97
이병건 (장팔팔내과) / 102

좌장: 이영택 (광혜병원), 김준현 (부산성모병원)
김인철 (세계로병원) / 104
최영식 (고신의대 내과) / 110
김 석 (부산의대 영상의학과)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