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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회원 연수강좌]
PROGRAM
일시: 2011년 5월 28일(토) 09:00~17:00 / 장소: 대구 EXCO 3층 325호 회의실
08:00∼09:00

등 록

09:00∼10:30

수술의 질관리
외과 감염의 현황 및 대책
새로운 수혈 가이드라인
수술중 Foreign Body의 예방책
병원 평가에 대한 외과의 대책

10:30∼12:00

중증외상환자 관리의 현안 및 대책
손상 환자의 응급체계의 현황 및 제안
전쟁과 같은 대량 손상 환자 발생시 대응
다발성 손상환자의 치료 원칙
외상에 대한 군병원 외과의의 역할

12:00∼13:00

Luncheon Symposium

13:00∼14:30

중환자 관리의 최신지견
중증감염의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CRRT 및 수액요법
영양 요법

좌장: 김인호 (계명의대)
이길연 (경희의대)
김현옥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윤석 (가톨릭의대)
윤효영 (충북의대)

/ 2
/ 6
/ 10
/ 13

좌장: 서길준 (서울의대)
신상도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홍은석 (울산의대 응급의학과)
이국종 (아주의대)
홍인규 (국군수도병원)

/
/
/
/

17
26
32
38

/
/
/
/

42
46
49
54

/
/
/
/
/

59
63
65
69
73

좌장: 이태의 (건국의대)
박규주 (서울의대)
박치민 (성균관의대)
조지웅 (한림의대)
이재길 (연세의대)

14:30∼14:50

Coffee Break

14:50∼17:00

Ambulatory Surgery Clinics; How I do it

좌장: 이남혁 (영남의대)

소아외과
유방외과
하지정맥류 클리닉
성인 탈장 클리닉
항문외과

서정민 (성균관의대)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
윤영욱 (서울하정외과)
정 민 (가천의대)
박준희 (대구 학문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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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원회원 연수강좌]
PROGRAM
일시: 2011년 5월 28일(토) 19:00~21:00 / 장소: 대구 EXCO 2층 211호 국제회의실
18:00∼19:00

등 록
좌장: 홍성범 (홍 외과)

19:00∼21:00
유방 초음파 및 진공보조유방생검 사용의 실제
갑상선 초음파 및 RFA 사용의 실제
하지 정맥류 진단 및 레이저 치료의 실제

고창대 (유 외과의원) / 78
홍재삼 (고려메디웰의원) / 91
조진현 (경희의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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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교육연구회 창립학술대회
PROGRAM

일시: 2011년 5월 28일(토) 13:00~16:50
장소: 대구 EXCO 2층 211호 국제회의실

13:00∼13:30

창립학술대회
김선회 (서울의대)

경과보고
격려사

13:30∼15:00

윤여규 (대한외과학회 회장)

현황과 발전 방향

좌장: 노성훈 (연세의대)
정철운 (차의과학대) /

1

Teaching & Learning in Surgery for CPX/OSCE

한재진 (이화의대) /

3

어떻게 하면 외과의사의 꿈을 키우게 하는가

강구정 (계명의대) /

6

전문의 제도 개선의 방향

박완범 (서울의대) /

8

외과 학생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숙제 보고

좌장: 김선회 (서울의대)

Self-learning, e-learning, video learning system 도입

장이찬 (충북의대) / 11

외과계 연수강좌의 현황과 문제점

이남준 (서울의대) / 14

외과계 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발전안

윤동섭 (연세의대) / 16

전공의 평가 체계와 반영

이혁준 (서울의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