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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11월 29일(목)부터 12월 1일(토)에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64차 대한외과

학회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무렵에 개최되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학생 프로그램인 미래 외과

의를 위한 강좌 및 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 전공의 연수강좌, 다양한 외과의 각 파트별 

자유연제 발표가 열리며, 외과 임상연구자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외과 심포지엄에서는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의 원칙과 실제에 관한 강의 및 

임상연구 신청방법 외에 외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외과의의 진료 동반자인 간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방법 및 환

자교육을 위한 지식을 넓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프로그램으로 

외과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및 외과영역의 새로운 분야, 여자 외과의사와 외과 전

공의의 삶에 대한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연수강좌는 2012년 외과 전

공의 연수강좌의 네 번째 시간으로 2개의 소그룹(Unit 1과 Unit 2)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Unit 1에서는 간담췌 외과에 대한 강의와 문합술 및 초음파 술기 교육을 시행하게 

되며, Unit 2에서는 유방의 기초 및 임상지식, 외과 총론 분야에 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올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에도 또한 Korean Surgical International Symposium 

(KOSIS) 2012가 개최되며, 특히 금년에는 유방 및 내분비 외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들

을 모시고 해당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정보 교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세계화에 좀 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술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금) 저녁에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감독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외과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외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설립된 한국외과연구재단의 출범식이 개최됩니다. 이는 외과의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타개하여 비상하고자 하는 회

원들의 바람의 요청 시간으로 준비했으며,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회원과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발표와 토론, 지도 교육을 수락해 주신 여

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알찬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학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노

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외과의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회원분들께는 향

후 진전된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외과학회 회    장   손 수 상

대한외과학회 이 사 장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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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

(주)메다스 (주)메디칼써프라이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주)상명메디케어 (주)세종메디칼 (주)썸텍

(주)에이취브러더스 (주)에이치엔에스 (주)엠지

(주)이노팜코리아 (주)일진과학 군자출판사

녹십자 다림양행 두양메드캔

메드트로닉코리아(주) 바이오메디북 박스터

보령제약(주) 세원메디칼 세종대

소구 스미스앤드네퓨(주) 신풍제약(주)

신한금융 아성양행(주) 올림푸스한국(주)

위메디케어(주) 윈인터내셔널 인터큐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중외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한국로슈 한국먼디파마 한국스트라이커(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와이어스(주) 한국화이자제약(주)

한미메디케어(주) 현대약품(주) CJ

Uptodate



3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그랜드볼룸 I 
Room 101

11/29(목)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간호사 프로그램
11/30(금)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KOSIS)
12/1(토) 대장항문

그랜드볼룸 I 
Room 102

11/29(목)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11/30(금)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KOSIS)
12/1(토) 대장항문

그랜드볼룸 II 
Room 103

11/29(목) 내시경복강경, 회장강연, Luncheon Symposium
11/30(금) 위, Luncheon Symposium, 환영파티
12/1(토) 유방(KOSIS), 총회, Luncheon Symposium, 유방

그랜드볼룸 III 
Room 104

11/29(목) 내시경복강경
11/30(금) 간담췌
12/1(토) Young Investigator Award Session, 유방

그랜드볼룸 III 
Room 105

11/29(목) 혈관
11/30(금) 간담췌
12/1(토) 비만대사

학회장 안내도

[ 1층 그랜드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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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룸 201호 11/29(목)  탈장, 대한외과감염연구회
11/30(금) 외과 심포지엄
12/1(토)   대한외과교육연구회

컨퍼런스룸 203호 11/29(목) 대한외과중환자연구회, 화상
11/30(금) 임상종양
12/1(토)   의료심사 심포지엄

컨퍼런스룸 208호 11/29(목) 이식/총론, 대사영양
11/30(금) 소아외과

학회장 안내도

[ 2층 컨퍼런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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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제 구연 요령
포스터발표 및 전시 요령

일반연제 구연 요령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① 구연자는 구연시간 10분 전에 연자석에 착석하십시오.

② 신호가 주어지오니 첫 신호가 울리면 1분 내에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③ 질의, 답변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④ 구연시간은 초록당 기본 10분으로 8분 발표, 2분 토의입니다.

- 제한된 시간에 예정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여 주십시오.

  - 비디오발표는 따로 없으며, 모두 구연형식으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 각 분과학회마다 시간과 발표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분과학회 기준을 따르십시오. 

※ Preview Room은 1층 그랜드볼룸 로비(103호 입구 좌측 대기)입니다. 발표 전 미리 발표 슬라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구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학회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포스터 발표 및 전시 요령

①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신 선생님께서는 포스터도 만드시고, 발표도 하셔야 합니다.

   포스터 앞에서 발표하며 슬라이드 접수는 없습니다.

  - 각 분과학회마다 시간과 발표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분과학회 기준을 따르십시오. 

② 질의,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③ 제한된 시간에 예정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여 주십시오.

④ 포스터 전시로 채택되어진 선생님께서는 포스터만 전시합니다(발표는 없습니다).

⑤ 포스터 작성 시 규격은 가로 90 cm × 세로 120 cm 입니다.

   전시판과 지정된 벨크로테이프(찍찍이 테이프)도 제공됩니다(압정 등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면 안 됨).

⑥ 포스터 부착 및 탈착 안내

전시일자: 2012년 11월 29일(목) 08:0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전시포스터: 

분  야 초록번호

내시경복강경 P-01∼P-20

중환자외과, 외상 P-01∼P-07

이식/총론 P-01∼P-14

탈  장 P-01∼P-02

혈  관 P-01∼P-25

전시일자: 2012년 11월 30일(금) 08:3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전시포스터: 

분  야 초록번호

간담췌 P-001∼P-085

임상종양 P-01∼P-14

갑상선내분비 P-01∼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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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제 구연 요령
포스터발표 및 전시 요령

전시일자: 2012년 12월 1일(토) 08:0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 컨퍼런스룸 201호 외부로비

전시포스터: 

분  야 초록번호

유  방 P-01∼P-19

대장항문 P-01∼P-67

⑦ 포스터 전시판 위에 분야별 번호를 라벨로 붙여놓을 예정이오니, 번호를 확인 하시어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전시장 앞의 진행요원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수거하지 않은 포스터(분실 시)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좌장을 위한 안내

*아래의 요령을 참조하시어 원활한 학술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담당하신 session이 시작하기 적어도 10분 전에 입장하시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연제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간을 철저히 지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과 질의 답변시간을 양지하시고 구연자에게 다시 한 번 주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연을 잠시 중단시키고 속히 끝내도록 직접 주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③ 간단명료한 발표, 질의, 답변을 유도하시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질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고 없이 구연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제로 곧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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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볼룸 I 그랜드볼룸 II 그랜드볼룸 III 컨퍼런스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07:30∼08:50 등      록

08:50∼09:00 　 개회식 　

09:00∼12:30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학생프로그램)
내시경복강경 내시경복강경 혈관

대한외과중환자

연구회
이식 / 총론 탈장

12:30∼13:00 회장강연

13:00∼14:00
Luncheon 

Symposium

14:00∼18:00
간호사 

프로그램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내시경복강경 내시경복강경 혈관 화상 대사영양

대한외과감염

연구회　

그랜드볼룸 I 그랜드볼룸 II 그랜드볼룸 III 컨퍼런스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09:00∼12:00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 위 간담췌 간담췌 임상종양 소아외과 외과 심포지엄

12:00∼13:00
Luncheon

Symposium

13:00∼17:30

갑상선내분비(KOSIS)

위 간담췌 간담췌 임상종양 소아외과 외과 심포지엄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

(KOSIS)

17:30∼ 환영 파티

그랜드볼룸 I 그랜드볼룸 II 그랜드볼룸 III 컨퍼런스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09:00∼12:00 대장항문 대장항문 유방(KOSIS)

Young 

Investigator 

Award

비만대사
의료심사 

심포지엄

대한외과교육

연구회

12:00∼12:30
외과학회 

총회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7:00 대장항문 유방 유방 비만대사

학술대회 일정표

2012년 11월 29일(목)

2012년 11월 30일(금)

2012년 12월 1일(토)





분야별 일정표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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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일정표 11월 29일(목)

그랜드볼룸 I (1F) 그랜드볼룸 II (1F) 그랜드볼룸 III (1F) 컨퍼런스룸 (2F)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내시경복강경] [내시경복강경] [혈관]
[대한외과중환자

연구회]
[이식/총론] [탈장]

08:30

개회식

09:00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학생 프로그램)

Opening Address

Quick Presentation 

(영어 구연 발표) (I)
Free Paper

Session I
Free Paper I

(HBP)

Free Paper II 

(Endocrine, 

Hernia)

09:30

10:00

Special Lecture
Video Presentation 

Symposium : 

Trauma and 

Critical Care

Free Paper

Session II

10:30 Break
Break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학생 프로그램)

11:00

Symposium I :

SNS Debating on 

MIS

Break

Free Paper I
11:30

12:00

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강연 :

위암 수술의 역사

회장강연 :

우리의 미래

13:00 Luncheon 

Symposium13:30

[간호사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내시경복강경] [내시경복강경] [혈관] [화상] [대사영양]

[대한외과감염

연구회]

14:00

간호사

프로그램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Free Paper III

(HBP)

Free Paper IV 

(UGI) Free Paper II

인사말 인사말

수술부위 

감염방지를 위한 

다각적 접근

Educational 

Session I 

Symposium I : 

Issues in Burn 

Treatment

14:30

15:00

Free Paper V

(HBP)

Free Paper VI 

(CRS) Educational 

Session II

Break Break
대한외과감염연구회 

연구과제 보고15:30
Symposium : 

Nonatheromatous 

Popliteal Artery 

Disease

Symposium II : 

Issues in Burn 

Treatment
Break16:00 Break Break Break 

다양한 

외과분야에서 

수술부위 감염의 

특징과 대처

간호사

프로그램

Symposium II : 

Proper Evaluation of 

Outcomes in MIS

Break16:30

Symposium :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rogram

Quick Presentation

(영어구연발표) (II)

17:00

17:30

Award & Closing Remarks 정기총회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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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일정표 11월 30일(금)

그랜드볼룸 I (1F) 그랜드볼룸 II (1F) 그랜드볼룸 III (1F) 컨퍼런스룸 (2F)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 [위] [간담췌] [간담췌] [임상종양] [소아외과] [외과 심포지엄]

08:00
Opening Remarks Opening Remarks

Free Paper I Free Paper II Free Paper I Free Paper II
08:30 개회사

인사말

09:00 Symposium I : 

Basics of Gastric 

Cancer Surgery

개회사

총론 및 탈장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의 

원칙과 실제

Symposium I 

The Use of 

Marginal Donor 

in LT

Symposium II

Controversial Issues 

of Neoadjuvant 

Treatment in 

Pancreatic Cancer 

Cancer

Free Paper 
09:30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Symposium II : 

Basics of Gastric 

Cancer Surgery

10:00

위장관 I
Break

Targeted Cancer 

Therapies for 

Solid Tumors

Break Break Break10:30 Break
BreakBreak

Plenary Session (Best Free Paper)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의 

원칙과 실제

KATES 

Symposium A : 

Medullary 

Thyroid 

Carcinoma

11:00

Special Lecture 위장관 II11:30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Gallbladder Cancer

12:00

Luncheon 

Symposium

총  회

12:30

[갑상선내분비]

(KOSIS)
[간담췌] [간담췌] [임상종양] [소아외과] [외과 심포지엄]

13:00 Special Lecture Apply an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 to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간담췌, 기타
13:30

KOSIS Symposium I :

Optimal Management of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Symposium III : 

Principles of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Break Break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신청 방법 
Free Paper III Free Paper IV

14:00 Break

14:30

Symposium

Break Break

Free Paper V Free Paper VI
15:00 Break

"암"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포럼

외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Break

15:30 KATES 

Symposium B : 

Postoperative 

Management of 

Thyroid Cancer

KOSIS Symposium 

II: Technical 

Innovations in 

Endocrine Surgery

Consensus Conference :

To Make a Better 

Education Program for 

Surgical Subspecialty 

'Opinion of Fellows'

Symposium III :

How to Reduce 

the Recurrence of 

HCC after 

Resection

Symposium IV :

Recent Updates 

in Ampulla of 

Vater Neoplasm

16:00

16:30 Break Break 시상 및 폐회식맺음말

KATES Panel 

Discussion : 

Difficult Cases in 

Thyroid Diseases

KOSIS Symposium 

III :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ONM) in Thyroid 

Surgery

17:00 폐회사Closing and Awards

17:30

환영파티18:00

Closing Remarks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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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일정표 12월 1일(토)

그랜드볼룸 I (1F) 그랜드볼룸 II (1F) 그랜드볼룸 III (1F) 컨퍼런스룸 (2F)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8호 201호

[대장항문] [대장항문] [유방(KOSIS)]

Young 

Investigator 

Award Session

[비만대사]
[의료심사 

심포지엄]
[대한외과교육연구회]

08:00

08:30

Symposium I : 

Surgical Issues in 

Breast Cancer 

Treatment 

대한외과교육연구회

워크숍

개회사

09:00

Free Paper Free Paper

Young 

Investigator 

Award Session

Free Paper I

[패널토의] 

흔히 발생하는 

외과계 의료분쟁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9:30

Free Paper II10:00 BreakBreak Break

Symposium II : 

Young Age Breast 

Cancer and 

Endocrine Therapy 

10:30

Free Paper
Constipation 

Symposium

Break

11:00 Video Session : 

New Bariatric 

Surgeon 11:30

12:00 외과학회 총회

12:30
Luncheon

Symposium13:00

[대장항문] [유방] [비만대사][유방]

13:30

Colon and Rectal Cancer 

Symposium

Free Paper 

- 국어구연

Free Paper 

- 국어구연

Symposium : 

Debates in Sleeve 

and Banding
14:00

14:30

Special Lecture
15:00 Break Break

Break

Free Paper 

- 국어구연

Free Paper 

- 국어구연

Break

15:30 진료권고안 심포지엄 비만대사외과학회 

진료 가이드라인16:00

Hemorrhoids Symposium
16:30 총 회폐회사 폐회사

17:00 시상 및 폐회사





주요 프로그램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학생 프로그램)

 회장강연

 간호사 프로그램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외과 심포지엄

 Young Investigator Award

 의료심사 심포지엄

 Lunche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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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목)

◈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학생 프로그램) / 그랜드볼룸 I (101, 102호)
Abstract page: 97∼101

09:00∼10:30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좌장 : 강구정 (계명의대)

09:00∼09:25 바람직한 외과의사상 강구정 (계명의대)

09:25∼09:50 외과의사와 의료봉사 박관태 (고려의대)

09:50∼10:30 드라마 속의 외과의사 김형철 (순천향의대)

10:30∼10:50 Break

10:50∼12:10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좌장 : 이상권 (가톨릭의대)

10:50∼11:10 발명가로서의 외과의사 이우정 (연세의대)

11:10∼11:30 비만수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개원 외과의사 조민영 (365mc 비만클리닉)

11:30∼11:50 여자로서의 외과의사의 삶 설지영 (충남의대)

11:50∼12:10 외과 전공의의 삶 이하예민 (가톨릭의대 전공의)

◈ 회장강연 /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이민혁 (대한외과학회 차기회장)

Abstract page: 105

12:30∼13:00 위암수술의 역사 손수상 (대한외과학회 회장)

◈ 간호사 프로그램 / 그랜드볼룸 I (101호)
Abstract page: 109∼122

14:00∼15:10 의사소통의 Skill-up을 통한 행복한 병원 만들기 좌장 : 이재복 (고려의대)

14:00∼14:40 환자와의 소통 임소라 (B&S 커뮤니케이션즈)

14:40∼15:10 직원끼리의 소통 한혜정 (서울대병원)

15:10∼16:00 특강

간호사를 위한 21세기 Smart Leadership 한은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16:00∼16:20 Break

16:20∼17:50 외과 간호사를 위한 환자교육 Update 좌장 : 이혜옥 (서울아산병원)

16:20∼16:45 Mobile기기를 이용한 외과 환자의 교육 정미라 (서울대병원)

16:45∼17:10 장루를 가진 환자를 위한 교육 이혜옥 (서울아산병원)

17:10∼17:35 외과환자들의 Wound Care 이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17:35∼17:50 Q&A

◈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 그랜드볼룸 I (102호) 좌장: 손수상 (대한외과학회 회장)

Abstract page: 125∼136

14:00∼14:20 포괄수가제란? 이근영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14:20∼14:30 Discussion

14:30∼14:50 외과개원의협의회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 김종민 (민병원)

14:50∼15:00 Discussion

15:00∼15:20 종합병원 외과에서의 포괄수가제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5:20∼15:30 Discussion

15:30∼15:50 한국의 포괄수가제: 과거, 현재, 미래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15:50∼16:00 Discussion

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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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금)

◈ 외과 심포지엄 / 컨퍼런스룸 (201호)
Abstract page: 139∼176

09:00∼10:40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의 원칙과 실제 I 좌장 : 배재문 (성균관의대)

09:00∼09:25 임상시험의 개념과 수행 김동완 (서울의대 내과)

09:25∼09:55 임상시험 설계, 피험자수 산출 및 통계분석 계획 이준영 (고려의대 의학통계학과)

09:55∼10:20 IRB 심사 통과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계획서 작성법 홍정화 (서울의대 인문의학과)

10:20∼10:40 Break

10:40∼11:40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의 원칙과 실제 II 좌장 : 전 욱 (한림의대)

10:40∼11:00 동의서 취득과 피험자 보호 한애리 (연세의대)

11:00∼11:20 임상연구와 관련된 제반관련법규 및 그에 따른 형사/행정 조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정청)

11:20∼11:40 외과 임상시험 수행의 실제 이혁준 (서울의대)

13:30∼14:50 외과 연구자를 위한 임상연구 신청 방법 좌장 : 정상영 (전남의대)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연구개발 사업소개     김종석 (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연구사업 현황 박래길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14:50∼15:10 Break

15:10∼17:00 외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좌장 : 한세환 (인제의대)

15:10∼15:40 외과의의 직업 만족도/QoL 및 향상을 위한 방법 부윤정 (고려의대)

15:40∼16:20 올바른 수술 자세 및 수술후 스트레스 교정 운동 원종혁 (중부대학교)

16:20∼17:00 외과의사의 스트레스 해소법 윤대현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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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토)

◈ Young Investigator Award / 그랜드볼룸 III (104호)

09:00∼10:20  Young Investigator Award I 좌장 : 한원식 (서울의대)

Effects of propranolol, somatostatin and terlipressin on recovery 

from posthepatectomy hepatic failure after 90% partital 

hepatectomy in rats

지웅배 (고려의대)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discrepancy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diagnosis of early gastric cancer in the era of 

minimally invasive approach

박지연 (국립암센터)

Feasibility of transanal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underwent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오선옥 (울산의대)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with vacuum system after 

abdominal surgery: single center experience

장지영 (연세의대)

Prognostic significance of CK 19 positive circulating tumor cells in 

patient with breast cancer

류동원 (고신의대)

Different prognostic factors according to age at the time of 

transplantation in pediatric liver transplantation

변제익 (서울의대)

Transoral periosteal thyroidectomy (TOPOT): cadaver and swine models 이혜윤 (고려의대)

10:20∼10:40  Break

10:40∼11:50  Young Investigator Award II 좌장 : 김경식 (연세의대)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for T1 and T2 stage hepatocellular 

carcinoma–propensity score matching

송상현 (성균관의대)

Comparing the short term outcomes of totally intracorporeal 

gastroduodenostomy with extracorporeal gastroduodenostomy after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single surgeon’s 

experience and a rapid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김덕기 (연세의대)

Comparison of the short-term surgical outcomes between the 

laparoscopic and open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a case-control study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정  오 (전남의대)

Graft function measured by transient elastography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이수형 (연세의대)

Optimal time for one-stage resection after metallic stent for 

bstructive colon cancer: comparative study with early group vs 

late group

이동원 (고려의대)

18F-FDG-PET/CT predicts early tumor recurrence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or HCC

이승덕 (국립암센터)

Diversity of the definition of hemodynamic stability in trauma 

patients

김효신 (조선의대)

The distribution and impact of visceral fat area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유  현 (부산의대)

◈ 의료심사 심포지엄 / 컨퍼런스룸 (203호)　

09:00∼10:00 [패널토의] 흔히 발생하는 외과계 의료분쟁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장 : 지경천 (중앙의대)

패널 :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LawM))

김이수 (한림의대)

진형민 (가톨릭의대)

최원준 (건양의대)





분과별 프로그램

 간담췌

 갑상선내분비

 내시경복강경

 대장항문

 비만대사

 소아

 외과대사영양

 위

 유방

 이식 / 총론

 임상종양

 탈장

 혈관

 화상

 대한외과교육연구회

 대한외과감염연구회

 대한외과중환자연구회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 QR코드를 스마트폰 안 QR코드 인식앱으로 찍으시면 해당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담췌 갑상선내분비

내시경복강경 대장항문

비만대사 소아

유방 이식/총론

임상종양 탈장

혈관
대한외과중환자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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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담 췌
Abstract page: 181∼208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08:20∼17:3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4호, 105호)

◈그랜드볼룸 III (104호) 

08:20∼09:20 Free Paper I Chairmen: Baik-Whan Cho (Chonbuk National Univ.),

Jinsub Choi (Yonsei Univ.)

간담췌 O-1-01

Dietary omega-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ttenuate 

hepatic ischemia/reperfusion injury by modulating toll-like 

receptor 4 recruitment into lipid rafts

Kwang Soon Kim (Eulji Univ.)

간담췌 O-1-02

Pattern of adenovirus mediated gene delivery into the cold 

liver graft 

Kwang-Woong Lee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1-03

Variation or newly identified glissonian pedicles in left 

hemiliver, using cadaver dissection

In-Gyu Kim (Hallym Univ.)

간담췌 O-1-04

Different expression patterns of serum AFP and DCP 

(PIVKA-II) between HBV and HCV patients who underwent 

liver transplantation and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Shin Hwang (Univ. of Ulsan)

간담췌 O-1-05

Comparison of results of RFA and resection for resectable 

colorectal liver metastasis patients

Sung Pil Yun (Pusan National Univ.)

간담췌 O-1-06

Reappraisal of sequential preoperative ipsilateral hepatic 

vein embolization after portal vein

Bo-Hyun Jung (Univ. of Ulsan)

09:20∼10:20 Symposium I: The Use of Marginal Donor in L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Extended Criteria Donor 

in Liver Transplantation)

Chairmen: Sung-Gyu Lee (Ulsan Univ.),

Dong Goo Kim (Catholic Univ.)

Definition and recipient outcome of ECD liver 

transplantation

ChongWoo Chu (Pusan National Univ.)

Pre-donation and intra-operative management of ECD for 

better graft quality

Dong-Sik Kim (Korea Univ.)

DCD liver transplantation  Hae Won Lee (Seoul National Univ.)

Limit of the expansion of living donor criteria: 

age/steatosis/remnant volume

Dong Hwan Jung (Ulsan Univ.)

10:20∼10:40 Break

분과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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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40 Plenary Session (Best Free Paper) Chairmen: Sang Yong Choi (Korea Univ.), 

Il Young Park (Catholic Univ.)

간담췌 Best-O-01

Genomic copy number alterations in Korean bile duct 

cancer in comparison with normal healthy Korean

Mee Joo Kang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Best-O-02

Positive rates of target molecules associated  with 

molecular targeted agents through quantification of gene 

expression level in Korean HCC

Hee Jung Wang (Ajou Univ.)

간담췌 Best-O-03 

Standardized protocol of pathologic examination in 

pancreas ductal adenocarcinoma

Jae Hong Jeong (Sungkyunkwan Univ.)

간담췌 Best-O-04

The uneven distribution of liver fat estimated from MRI 

and its clinical importance

Young Rok Choi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Best-O-05

Surgical Strategy for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Is Bile 

Duct Resection Always Necessary?

Sae Byeol Choi (Korea Univ.) 

간담췌 Best-O-06

Analysis of Biliary Complication After ABO Incompatible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Young In Yoon (Univ. of Ulsan)

11:40∼12:00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Gallbladder Cancer

Chairmen: Sun-Whe Kim (Seoul National Univ.)

Kyung Sik Kim (Yonsei Univ.)

13:00∼13:30 Special Lecture Chairmen: Hee-Jung Wang (Ajou Univ.)

New biomarkers for early diagnosis of HCC Jong Eun Yeon (Korea Univ.) 

13:30∼13:50 Break

13:50∼14:50 Free Paper III Chairmen: Yoon Jin Hwang (Kyungpook National Univ.), 

Kwang-Woong Lee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3-01

Totally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and robot-assisted liver 

resection: Single center experience

Bo-Hyun Jung (Univ. of Ulsan)

간담췌 O-3-02

Outcome of laparoscopic vs. open liver resection for hep-

atocellular carcinoma with liver cirrhosis

Hyeyoung Kim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3-03

Outcomes of Staged Hepatectomy for Spontaneously 

Ruptured Hepatocellular Carcinoma

Hyung Soon Lee (Yonsei Univ.)

간담췌 O-3-04

Prognostic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Peripheral Blood 

Monocyte Ratio in Patients with HCC

Seung Duk Lee (National Cancer Center)

간담췌 O-3-05

Hepatic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Elderly

Bong Ick Cho (Sungkyunkw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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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췌 O-3-06

Effects of portal vein tumor thrombus on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for hepatocelluar carcinoma

Yong Keun Park (Ajou Univ.)

14:50∼15:50 Free Paper V Chairmen: Koo Jeong Kang (Keimyung Univ.), 

Ki Hun Kim (Ulsan Univ.) 

간담췌 O-5-01

Current status of LDLT in Asan Medical Center

DongHwan Jung (Univ. of Ulsan)

간담췌 O-5-02

Liver transplantation versus liver resection for the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Min-Su Park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5-03

Clinical outcomes and risk factors of hepatitis B virus 

recurrence in patients who received combined prophylaxis 

with entecavir and hepatitis B immunoglobulin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Young-Kyu Kim (National Cancer Center)

간담췌 O-5-04

Optimal level of tacrolimus to minimize nephrotoxicity in 

liver transplantation

Kyoung Jee Seo (Univ. of Ulsan)

간담췌 O-5-05

Role of hand-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 for 

living donor right lobe harvest

Tae-Yong Ha (Univ. of Ulsan)

간담췌 O-5-06

The impact of liver congestion on the re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liver transplantation

Suk-Won Suh (Seoul National Univ.)

15:50∼17:10 Symposium III: How to Reduce the Recurrence of HCC 

after Resection

Chairmen: Kyung-Suk Suh (Seoul National Univ.), 

Shin Hwang (Ulsan Univ.)

Hepatocarcinogenesis and primary prevention of HCC Jin Wook Kim (Seoul National Univ.)

Risk factors of HCC recurrence after resection and surgical 

strategies to reduce the post- resection recurrence 

Dong-Shik Lee (Yeungnam Univ.)

Strategies to reduce HCC recurrence after LT Gi Hong Choi (Yonsei Univ.)

Medical strategies to reduce HCC recurrence after 

resection

Han Chu Lee (Ulsan Univ.)

17:10∼17:30 Closing and Awards

◈그랜드볼룸 III (105호)

08:20∼09:20 Free Paper II Chairmen: Sung Su Yun (Yeungnam Univ.),

InSeok Choi (Konyang Univ.)

간담췌 O-2-01

Comparision of short term outcomes between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and open distal 

pancreatectomy for pancreatic cancer

Jeongsu Nam (Univ. of Ulsan)

간담췌 O-2-02

The effect of operative approach on splenic vessel patency 

after spleen and splenic vessel-preserving distal 

pancreatectomy in multi-institutional study: laparoscopic 

versus open approach

Yoo-Suk Yoon (Seoul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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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췌 O-2-03

Development of multi-marker panel for pancreatic cancer 

using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Youngsoo Kim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2-04

Role of curative pancreatectomy in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with para-aortic lymph node metastasis

 Sung Hoon Choi (Yonsei Univ.)

간담췌 O-2-05

Total pancreatectomy for pancreatic disease : our 

experience during 20 years

 Young-Dong Yu (Korea Univ.)

간담췌 O-2-06

Clinical experiences of consecutive 439 

pancreaticoduodenectomies in single center

 Seung Duk Lee (National Cancer Center)

09:20∼10:20 Symposium II: Controversial Issues of Neoadjuvant 

Treatment in Pancreatic Cancer Cancer 

Chairmen: Dong Wook Choi (Sungkyunkwan Univ.),

Woo-Jung Lee (Yonsei Univ.)

In resectable cancer Sang-Jae Park (National Cancer Center)

In borderline resectable cancer  Chang Moo Kang (Yonsei Univ.)

Optimal regimens and perioperative evaluation of 

treatment efficacy 

Eui Kyu Chie (Seoul National Univ.)

10:20∼10:40 Break

10:40∼11:40 Plenary Session (Best Free Paper) Chairmen: Sangyong Choi (Korea Univ.), 

Il Young Park (Catholic Univ.)

간담췌 Best-O-01

Genomic copy number alterations in Korean bile duct 

cancer in comparison with normal healthy Korean

Mee Joo Kang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Best-O-02

Positive rates of target molecules associated  with 

molecular targeted agents through quantification of gene 

expression level in Korean HCC

Hee Jung Wang (Ajou Univ.)

간담췌 Best-O-03 

Standardized protocol of pathologic examination in 

pancreas ductal adenocarcinoma

Jae Hong Jeong (Sungkyunkwan Univ.)

간담췌 Best-O-04

The uneven distribution of liver fat estimated from MRI 

and its clinical importance

Young Rok Choi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Best-O-05

Surgical Strategy for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Is Bile 

Duct Resection Always Necessary?

Sae Byeol Choi (Korea Univ.) 

간담췌 Best-O-06

Analysis of Biliary Complication After ABO Incompatible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Young In Yoon (Univ. of Ulsan)

11:40∼12:00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Gallbladder Cancer

Chairmen: Sun-Whe Kim (Seoul National Univ.)

Kyung Sik Kim (Yonsei Univ.) 

13:00∼13:30 Special Lecture Chairmen: Hee-Jung Wang (Ajou Univ.)

New biomarkers for early diagnosis of HCC Jong Eun Yeon (Korea Univ.) 

13:30∼13:5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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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50 Free Paper IV Chairmen: Soon Chan Hong (Gyeong-Sang National Univ.), 

In-Sang Song (Chungnam National Univ.)

간담췌 O-4-01

Surg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for T2 

Gallbladder Cancer

Tae Jun Park (Keimyung Univ.)

간담췌 O-4-02

Validation of the 2012/2013 updated Korean practical 

guidelines for surgical treatment of the gallbladder cancer 

by using single-center experience of 500 cases

Shin Hwang (Univ. of Ulsan)

간담췌 O-4-03

Surgical management according to preoperative imaging 

study in patients with gallbladder cancer

Jin Hong Lim (Yonsei Univ.)

간담췌 O-4-04

The Natural Course of the Patients with High Comorbidity 

Who Underwent Percutaneous Cholecystostomy (PC) for 

Acute Cholecystitis, and Re-evaluation of Treatment 

Efficacy of PC

Ye Rim Chang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4-05

Experience of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under the spi-

nal anesthesia in our hospital

Jung Jai Park (Chin-ju Jeil Hospital)

간담췌 O-4-06

Hepatopancreatoduodenectomy with portal vein re-

construction in advanced bile duct cancer

Si Min Park (Konyang Univ.)

14:50∼15:50 Free Paper VI Chairmen: Hwon Kyum Park (Hanyang Univ.),

Jae-Woon Choi (Chungbuk National Univ.)

간담췌 O-6-01

An analysis of complications, quality of life, and nutritional 

indices after laparoscopic distal pancreatic resection with 

regards to spleen preservation

Wooil Kwon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6-02

Clinicopathologic analysis and prognosis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of duodenum and small intestine: 

compared to stomach 

In Woong Han (Dongguk Univ.)

간담췌 O-6-03

Prospective study for the effects of pancreatic enzyme 

supplement therapy on quality of life and nutritional 

assessment after pancreas resection

Jae Woo Park (Seoul National Univ.)

간담췌 O-6-04

No nasogastric tube pancreaticoduodenectomy; Calling for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Study?

Myung Jae Jung (Yonsei Univ.)

간담췌 O-6-05

1 year experience of Peng’s binding 

pancreaticogastrostomy after PPPD

Insang Song (Chungnam National Univ.)

간담췌 O-6-06

Early Experience of Duodenal Preserving Pancreatic Head 

Resection: The First Three Cases

Jang Young Jeon (Hallym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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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7:10 Symposium IV: Recent Updates in Ampulla of Vater 

Neoplasm

Chairmen: Dong Sup Yoon (Yonsei Univ.),

Song-Cheol Kim (Ulsan Univ.)

New histological classification and it's clinical meaning Kee-Taek Jang (Sungkyunkwan Univ.)

Indication and long term results of endoscopic 

papillectomy 

Woo Jin Lee (National Cancer Center)

Ampullectomy vs PPPD for ampullary mass Hyeon Kook Lee (Ewha Womans Univ.)

Prognostic factors and role of adjuvant treatment after 

resection 

Sang Geol Kim (Kyungpook National Univ.)

17:10∼17:30 Closing and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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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내분비
Abstract page: 211∼231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08:00∼18:20

장소: 그랜드볼룸 I (101호, 102호)

◈그랜드볼룸 I (101호)

08:00∼08:10 Opening Remarks 소의영(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

08:10∼09:40 Free Paper I 좌장: 김이수(한림의대), 김권천(조선의대)

갑상선내분비 OA-01

갑상선 전절제시 정상 보존이 불가능 한 경우 부갑상선 이식의 성공율

이온복(울산의대)

갑상선내분비 OA-02

Comparison between total thyroidectomy and subtotal thyroidectomy 

in Graves' disease

이유미(울산의대)

갑상선내분비 OA-03

Up-regulation of MET, LRRK2, RUNX2 in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김우영(고려의대)

갑상선내분비 OA-04

Identific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 methylation in peripheral 

blood of thyroid cancer

구도훈(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OA-05

Is BRAF mutation associated with aggressiveness of follicular varia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전기원(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OA-06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for predicting recurrence in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ncer

김선광(전북의대)

갑상선내분비 OA-07

The significance of the number of metastatic lymph nodes to stratify 

the risk of recurrence

이정훈(아주의대)

갑상선내분비 OA-08

Should we routinely perform level V lymph node dissection in N1b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atients?

김정우(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OA-09

Prognostic value of metastatic lymph node ratio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장은영(가톨릭의대)

갑상선내분비 OA-10

갑상선 전절제술 및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받은 갑상선암 환자 중 추적 

방사성 동위원소 촬영이나 T4 withdrawal Tg-Ag 검사가 필요없는 환자의 

예측

현기훈(성균관의대)

09:40∼10:30 Special Lecture   좌장: 이수정(영남의대)

Medical ethics and medico-legal problems in endocrine surgery field Peter Angelos (University of Chicago, USA)

10:30∼10:50 Break

10:50∼12:20 KATES Symposium A: Medullary Thyroid Carcinoma 좌장: 이영돈(가천의대)

10:50∼11:10 영상진단 나동규(휴먼영상의학센터)

11:10∼11:30 병리진단 정찬권(가톨릭의대 병리과)

11:30∼11:50 수술적 치료 박진우(충북의대)

11:50∼12:10 내과적 치료 송영기(울산의대 내과)

12:10∼12:2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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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2:40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회  

◈그랜드볼룸 I (102호)

08:00∼08:10 Opening Remarks 소의영(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

08:10∼09:40 Free Paper II 좌장: 박성환(대구가톨릭의대), 
문병인(이화의대)

갑상선내분비 OB-01

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of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robotic thyroidectomy: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open 

thyroidectomy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김병섭(중앙의대)

갑상선내분비 OB-02

The ultrason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imary tumor for predicting 

the central lymph node metastas

김준호(한림의대)

갑상선내분비 OB-03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the significance of 5 mm: a 

meta-analysis

송영백(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OB-04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ncological outcomes and the quality of 

life after robotic and conventional open thyroidectomy with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in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with 

lateral neck node metastasis

이잔디(을지의대)

갑상선내분비 OB-05

Long-term outcomes of total thyroidectomy versus thyroid lobectomy 

for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Comparative analysi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잔디(을지의대)

갑상선내분비 OB-06

The utility of serum TSH and preoperative neck ultrasonogram for 

predicting malignancy in indeterminated thyroid nodules

오은미(가천의대)

갑상선내분비 OB-07

Medullary thyroid carcinoma: a 30-year experience from a single 

institution of Korea

이초록(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OB-08

The results of adrenalectomy in patients with isolated adrenal 

metastasis

김민국(성균관의대)

갑상선내분비 OB-09

Use of N-butyl-2-cyanoacrylate in patients undergoing MRND for 

metastatic thyroid carcinoma

김석모(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OB-10

Aggressiveness and prognosis of familial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A study of 147 patients

박슬기(연세의대)

09:40∼10:30 Special Lecture   좌장: 이수정(영남의대)

Medical ethics and medico-legal problems in endocrine surgery field Peter Angelos (University of Chicago, USA)

◈그랜드볼룸 I (101호, 102호)

13:30∼15:00 KOSIS Symposium I: Optimal Management of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Chair: Eui Young Soh (Ajou University, 
Korea)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experience over 30 years Jatin Shah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USA)

Yonsei University experience over 30 years Hang-Seok Chang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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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over 30 years Yeo-Kyu Yo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anel Discussion

15:00∼15:30 Break

◈그랜드볼룸 I (102호)

15:30∼16:30 KOSIS Symposium II: Technical Innovations in Endocrine Surgery Chair: Jeong-soo Kim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Robotic thyroid and neck surgery using gasless axillary approach Woong Youn Chung (Yonsei University, 
Korea)

Robotic thyroid and neck surgery using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Kyu 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obotic and single-port adrenalectomy Sang-Wook Kang (Yonsei University, Korea)
Ji-Sup Yu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16:30∼16:50 Break

16:50∼18:20 KOSIS Symposium III: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ONM) in 

Thyroid Surgery

Chair: Kwang Man Lee (Wonkwang 
University, Korea)

Why and how? Gianlorenzo Dionigi (University of Insubria, 
Italy)

High quality IONM Feng-Yu Chiang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Taiwan)

Recent advancements and future Hoon Yub Kim (Korea University, Korea)

18:20∼ Closing Remark

◈그랜드볼룸 I (101호)

15:30∼16:30 KATES Symposium B: Postoperative Management of Thyroid Cancer 좌장: 홍석준(울산의대)

15:30∼15:50 Radio-iodine treatment 이재태(경북의대 핵의학과)

15:50∼16:10 TSH-suppression and maintenance treatment 이가희(서울의대 내과)

16:10∼16:30 Management of postop. complications 윤정한(전남의대)

16:30∼16:50 Break

16:50∼18:20 KATES Panel Discussion: Difficult Cases in Thyroid Diseases 좌장: 강성준(연세의대)

16:50∼17:05 Panelist: 송영기(울산의대 내과)

17:05∼17:20 Panelist: 이재태(경북의대 핵의학과)

17:20∼17:35 Panelist: 이재복(고려의대)

17:35∼17:50 Panelist: 홍순원(연세의대 병리과)

17:50∼18:05 Panelist: 나동규(휴먼영상의학센터)

18:05∼18:20 Discussion

18:20∼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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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복강경
Abstract page: 235∼244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09:00∼18:00

장소: 그랜드볼룸 II, III (103호, 104호)

◈그랜드볼룸 II (103호)

09:00∼09:10 Opening Address 임태진(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09:10∼10:00 Free Paper I (HBP) 좌장: 윤동섭(연세의대), 김기훈(울산의대)

내시경복강경 O-I-01

의인성 담도 손상환자에서 전적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재건술의 고찰

김원연(진주제일병원)

내시경복강경 O-I-02

Is safe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underwent by inexperienced 

surgical resident?

권용진(한양의대)

내시경복강경 O-I-03

Totally anatomical laparoscopic S4a subsegmentectomy for hep-

atocellular carcinoma

김영기(서울의대)

내시경복강경 O-I-04

Single port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한형준(고려의대)

내시경복강경 O-I-05

Comparison of clinical and surgical outcomes between laparoscopic 

left hepatectomy and open left hepatectomy for intrahepatic duct 

stone disease

남궁정만(울산의대)

10:00∼10:40 Special Lecture 좌장: 임태진(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Masao Tanaka (Kyushu Univ.)

10:40∼11:00 Break

11:00∼12:30 Symposium I: SNS Debating on MIS Moderators: 김선한(고려의대), 한호성(서울의대), 

형우진(연세의대)

Hepatopancreatobiliary surgery Panel: 권준혁(성균관의대), 송태진(고려의대), 

윤유석(서울의대), 최기홍(연세의대) 

Upper GI surgery Panel: 김민찬(동아의대), 류근원(국립암센터), 

송교영(가톨릭의대), 조규석(순천향의대)

Colorectal surgery Panel: 윤성현(성균관의대), 이석환(경희의대), 

이윤석(가톨릭의대), 임석병(울산의대)

12:30∼13:00 대한외과학회 회장강연

13:00∼14:00 Luncheon Symposium 좌장: 이우정(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이사장)

Surgical strategy for far advanced gastric cancer in the MIS era 김형호(서울의대)

14:00∼15:00 Free Paper III (HBP) 좌장: 윤영국(경북의대), 최인석(건양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01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정화경(영남의대)



33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내시경복강경 O-III-0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hort-term clinical outcomes of laparo-

scopic and  open pyloro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in 

patients with benign or low grade malignant tumors

송기병(울산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03

Simultaneous laparoscopic anterior resection and right hepatic lo-

bectomy for sigmoid colon cancer with multiple liver metastase

정경욱(성균관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04

NOTES Cholecystectomy using a hook-attached magnetic traction 

device in a porcine model a video presentation

박선진(경희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05

Laparoscopic approach for right-sided IHD stones : A Comparative 

Study of Open versus Laparoscopic treatment

김영기(서울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06

A comparision between single-incision and conventional laparo-

scopic cholecystectomy

전경모(울산의대)

15:00∼16:00 Free Paper V (HBP) 좌장: 윤성수(영남의대), 유영경(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O-V-01

Laparoscopic anatomical liver resection; focus on middle hepatic 

vein exposure (video clip)

김기훈(울산의대)

내시경복강경 O-V-02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in KOREA - Korean Consensus

황대욱(서울의대)

내시경복강경 O-V-03

A New Technique Improves the Safety of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김기환(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O-V-04

Comparison of open and laparoscopic major hepatic resection

강성화(울산의대)

내시경복강경 O-V-05

A New Strategy for Prevention of Stricture in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ion

정규환(서울의대)

내시경복강경 O-V-06

Totally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and robot-assisted liver resection: 

Single center experience

정보현(울산의대)

16:00∼16:20 Break

16:20∼17:50 Symposium II: Proper Evaluation of Outcomes in MIS 좌장: 김현종(전남의대), 송태진(고려의대)

Survival analysis 한서경(서울의대 의학과)

What to expect when you are expecting: how to get the most out 

of questionnaires

김재영(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Cost-effectiveness analysis 권진원(경북대 약학대)

17:50∼18:00 Awards & Closing Remarks 이우정(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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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볼룸 III (104호)

09:10∼10:10 Free Paper II (Endocrine, Hernia) 좌장: 허경열(순천향의대), 문병인(이화의대) 

내시경복강경 O-II-01

간경화 환자에서 발생한 배꼽 탈장 umbilical hernia in patient with liv-

er cirrhosis

 이길재(가천의대)

내시경복강경 O-II-02

Tacker를 사용하지 않은 전복막외접근 복강경 탈장교정술: 단일기관의 

초기 경험

박동진(울산의대)

내시경복강경 O-II-03

Single port laparoscopic totally extraperitoneal (TEP) hernioplasty: 

Experience from 288 procedures

김지훈(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O-II-04

Innovative educational method for laparoscopic surgery: online real 

time live surgery symposium

정봉수(안동병원)

내시경복강경 O-II-05

Robotic adrenalectomy using lateral transperitoneal approach: 

Initial experience and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approach

유지영(고려의대)

내시경복강경 O-II-06

Retroperitoneal approach endoscopic adrenalectomy (Video 

Presentation)

최새별(고려의대)

14:00∼15:00 Free Paper IV (UGI) 좌장: 김진승(성애병원), 류성엽(전남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1

Trans-umbilical route is feasible than trans-oral route in gastric high 

body ESD

이영준(경상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2

The effect of single anastomosis gastric bypass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with lower BMI

김명진(순천향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3

학습곡선 극복 후의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TLDG)과 복강경보조 

원위부 위절제술(LADG)의 비교 연구

박지호(경상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4

Extra-mucosal closure in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전영배(순천향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5

A propensity score matched case-control study comparing laparo-

scopic and open distal gastrectomy with extended (D2)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rcinoma 

조설봉(전남의대)

내시경복강경 O-IV-06

Laparoscopic D3 lymphadenectomy after palliative chemotherapy 

for AGC with isolated PAN metastasis

손상용(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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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Free Paper VI (CRS) 좌장: 김준기(가톨릭의대), 김병천(한림의대)

내시경복강경 O-VI-01

Glove finger specimen retrieval technique during laparoscopic ap-

pendectomy

신동규(서울의료원)

내시경복강경 O-VI-02

Simultaneous laparoscopic colorectal and hepatic resections for col-

orectal cancer:initial experience

정경욱(성균관의대)

내시경복강경 O-VI-03

소장 폐색증에 대하여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가? : 초기 30례 경험 

분석

손동녕(드림병원)

내시경복강경 O-VI-04

Single-port access laparoscopic appendectomy in pediatric patients: 

a comparison pilot study

안수민(한림의대)

내시경복강경 O-VI-05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and Hospital Costs of 

Laparoscopic versus Open Appendectomy

신창식(인제의대)

내시경복강경 O-VI-06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multicenter, pooled database for sin-

gle port laparoscopic surgery in colorectal cancer

강병모(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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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Abstract page: 247∼267
일시: 2012년 12월 1일(토) 09:00∼17:10

장소: 그랜드볼룸 I (101호, 102호) 

◈그랜드볼룸 I (101호)

08:50∼09:00 개회사 전호경(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09:00∼10:20 Free Paper 좌장: 황대용(건국의대), 이한일(드림병원)

대장항문 O-01

Rel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in the metastasis of 

colorectal cancer in vivo

김희철(성균관의대)

대장항문 O-02

Oncologic outcom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Anal Canal after 

chemoradiation therapy

Avanish Saklani (Yonsei University)

대장항문 O-03

Clinical Significance of Acellular Mucin in Rectal Cancer Patients showing 

pCR to PCRT

임석병(울산의대)

대장항문 O-04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1 colorectal cancer without 

background adenoma

임상우(전남의대)

대장항문 O-05

Impact of Proximal Resection Margin on Oncologic Outcomes for Patients 

with Sigmoid Colon Cancer

김권식(울산의대)

대장항문 O-06

Robotic versus Laparoscopic Coloanal anastomosis with and without 

intersphincteric resection

Sami ALAsari (Yonsei University)

대장항문 O-07

Single port laparoscopic right colectomy with D3 lymph node dissection

김지훈(가톨릭의대)

대장항문 O-08

CME with CVL in Right colon cancer: The analysis of long-term surgical 

outcome and adverse effect

조민수(연세의대)

10:20∼10:30 Break

10:30∼12:00 Free Paper 좌장: 김흥대(성균관의대), 김형록(전남의대)

대장항문 O-17

Combination analysis of oncogenic mutations and signaling pathway in 

colorectal cancers

김희철(성균관의대)

대장항문 O-18

Is the local excision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in ypT0 rectal 

cancer safe?

김형진(가톨릭의대)

대장항문 O-19

Outcome of pelvic exenteration with for recurrent or locally advanced 

primary colorectal cancer

양화연(국립암센터)

대장항문 O-20

Systemic chemotherapy and preoperative short-course RT for rectal cancer 

with distatant metastasis

임대로(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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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O-21

Clinical significance of primary tumor resection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ynchronous

김민성(연세의대)

대장항문 O-22

Gene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pontaneous colon cancer liver meta-

stasis model

조용범(성균관의대)

대장항문 O-23

Clinical prediction of pathologic complete response to neoadjuvant chemo-

radiation for rectal cancer

허정욱(전남의대)

대장항문 O-24

Cytoreductive surgery and early postoperative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versus cytoreductive surgery alone for treating colorectal cancer peritoneal 

carcinomatosis: a retrospective comparison study

박수연(경북의대)

대장항문 O-25

직장암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후 추적관찰 중 나타나는 후기 부작용

김소현(영남의대)

◈그랜드볼룸 I (102호)

09:00∼10:20 Free Paper 좌장: 강중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윤서구(서울송도병원)

대장항문 O-09

Concomitant cholecystectomy for incidentally found cholelithiasis during 

colorectal cancer surgery

박장호(서울의대)

대장항문 O-10

Risk factors for a permanent stoma after rectal cancer surgery with tempo-

rary ileostomy

김용석(국립암센터)

대장항문 O-11

Efficacy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Curative Resected stage High risk 

Stage II & III Colon Cancer: FOLFOX vs. FL

김익용(연세원주의대)

대장항문 O-12

Surgical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in patients aged 85 years and older

유병은(고려의대)

대장항문 O-13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indeterminate pulmonary nodules in colorectal 

cancer

김창현(전남의대)

대장항문 O-14

Evaluation of resection margin after colonoscopic polypectomy of color-

ectal cancer for surgery

정은주(건국의대)

대장항문 O-15

Diagnostic Value of PET/CT in Detection of Recurrence after Curative 

Re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홍영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장항문 O-16

Solitary pulmonary nodule of colorectal cancer : detection and follow up 

through chest CT

이두인(한양의대)

10:20∼10:30 Break

10:30∼12:00 Constipation Symposium 좌장: 손승국(연세의대), 이상전(충북의대)

10:30∼10:45 Drug therapy for constipation 박경식(계명의대 내과)

10:45∼11:00 Obstructed defecation 성무경(건국의대)

11:00∼11:15 Slow-transit constipation 박덕훈(서울송도병원)

11:15∼11:30 Adult Hirschsprung’s disease 박규주(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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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5 Anterior resection syndrome 조현민(가톨릭의대)

11:45∼12:00 Discussion

◈그랜드볼룸 I (101호, 102호)

13:30∼15:10 Colon and Rectal Cancer Symposium

Session I: Non-Metastatic Primary Colorectal Cancer

What Is the Most Optimal Management for Colorectal Cancer? 

What Is Your Choice? 

좌장: 정승용(서울의대), 김희철(성균관의대)

Case #1 Malignant Colon Polyp

13:30∼13:35 Case presentation and moderation 정승용(서울의대)

13:35∼13:40 Op. vs. endoscopic treatment 이은정(대항병원)

13:40∼13:45 Op. indication after endoscopic resection 손대경(국립암센터)

13:45∼13:50 Surveillance after endoscopic resection 강원경(가톨릭의대)

13:50∼14:00 Discussion

Case #2 Hereditary Colorectal Cancer (HNPCC)

14:00∼14:05 Case presentation and moderation 정승용(서울의대)

14:05∼14:10 Preoperative workup including genetic screening 김덕우(서울의대)

14:10∼14:15 Extent of resection/surveillance 허정욱(전남의대)

14:15∼14:20 Discussion

Session II: Metastatic/Recurrent Rectal Cancer

What Is the Most Optimal Management for Colorectal Cancer? 

What Is Your Choice? 

좌장: 정승용(서울의대), 김희철(성균관의대)

Case #3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with Resectable Liver Metastasis 

14:20∼14:25 Case presentation and moderation: 김희철(성균관의대)

14:25∼14:30 Surgery first vs. chemotherapy first 박지원(국립암센터)

14:30∼14:35 Radiation is mandatory or not 김  진(고려의대)

14:35∼14:45 Discussion

Case #4 Recurrent Rectal Cancer

14:45∼14:50 Case presentation and moderation 김희철(성균관의대)

14:50∼14:55 Role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or chemoradiotherapy 김지연(충남의대)

14:55∼15:00 Principles and extent of surgery 이강영(연세의대)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Break

15:30∼16:00 진료권고안 심포지엄 좌장: 전호경(성균관의대)

15:30∼15:50 대장 폴립 진료권고안 손대경(국립암센터)

15:50∼16:00 대장암진료권고안v.1.0 엄준원(고려의대)

16:00∼17:10 Hemorrhoids Symposium 좌장: 김종훈(전북의대), 임석원(항외과)

16:00∼16:10 Anatomy and pathophysiology for hemorrhoids 유상화(한솔병원)

16:10∼16:20 Non-surgical management for hemorrhoids 주재균(전남의대)

All about Hemorrhoids: Video Presentation

16:20∼16:25 Hemorrhoidectomy at out-patient clinic 황재관(양병원)

16:25∼16:30 Discussion

16:30∼16:35 Hemorrhoidectomy 이재범(대항병원)

16:35∼16:4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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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6:45 Hemorrhoidectomy for complicated hemorrhoids 정지은(서울송도병원)

16:45∼16:50 Discussion

16:50∼16:55 Stapled hemorrhoidopexy 정진식(구병원)

16:55∼17:00 Discussion

17:00∼17:05 HAL and RAR 정순섭(이화의대)

17:05∼17:10 Discussion

17:10∼ 시상 및 폐회사 오승택(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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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
Abstract page: 271∼275
일시: 2012년 12월 1일(토) 09:00∼17:0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5호)

09:00∼09:50 Free Paper I 좌장: 이상권(가톨릭의대), 박윤찬(서울슬림외과)

비만대사 O-I-1

GERD and Sleeve Gastrectomy

최현정(순천향의대)

비만대사 O-I-2

수술전 예상치 못한 복강동맥 변이에 따른 위주의부 위밴드 삽입술(비디오 

포함)

조민영(36.5 위밴드센터)

비만대사 O-I-3

위암환자의 위절제술 시 대망절제 여부에 따른 대사 및 혈액학적 성분에 

미치는 효과

하태경(한양의대)

비만대사 O-I-4

Laparoscopic Roux-en-Y gastric bypass in elderly (＞50) obese 

Koreans

최현정(순천향의대)

비만대사 O-I-5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술시 수술 전 간 효소 상승이 당일 퇴원에 미치는 

영향

조민영(36.5 위밴드센터)

09:50∼10:40 Free Paper II 좌장: 조민영(365mc), 이홍찬(이홍찬외과)

비만대사 O-II-1

The effect of duodenojejunal bypass for T2DM patients below BMI 

25 kg/m2 up to one year follow up

안종혁(인하의대)

비만대사 O-II-2

The effect of gastric cancer surgery on type 2 diabetes mellitus: 

Short-term outcome analysis

안지영(연세의대)

비만대사 O-II-3

Partial or complete remission of type 2 diabetes after weight loss 

surgery

최현정(순천향의대)

비만대사 O-II-4

Bariatric, metabolic and diabetes surgery: what's in a name?

안수민(한림의대)

비만대사 O-II-5

Incretin levels and control of diabetes one month after laparoscopic 

single anastomosis gastric

김명진(순천향의대)

10:40∼11:00 Break

11:00∼12:00 Video Session: New Bariatric Surgeon 좌장: 허경열(순천향의대), 이주호(이화의대)

11:00∼11:20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or RYGBP) 이혁준(서울의대)

11:20∼11:40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or sleeve) 류성엽(전남의대)

11:40∼12:00 Revisional bariatric surgery 안수민(한림의대)

13:30∼14:50 Symposium: Debates in Sleeve and Banding 좌장: 최윤백(울산의대), 한상욱(아주의대)

13:30∼13:50 Debates in sleeve gastrectom 한상문(차의대)

13:50∼14:10 Discussion

14:10∼14:30 Debates in gastric banding 김성민(가천의대)

14:30∼14:5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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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0 Special Lecture 좌장: 김  성(성균관의대)

Metabolic Surgery: 2012 허경열(순천향의대)

15:10∼15:30 Break

15:30∼16:30 비만대사외과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좌장: 최승호(연세의대)

16:30∼17:00 총회 진행: 최윤백(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 
안수민(비만대사외과학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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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Abstract page: 279∼292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08:50∼17:00

장소: 컨퍼런스룸 (208호)

08:50∼09:00 개회사 최금자(대한소아외과학회 회장)

09:00∼10:00 총론 및 탈장 좌장: 김대연(울산의대), 최수진나(전남의대)

소아외과 O-XII-01

선천성 호중구감소증 환아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의 음압 상처 치료기를 

이용한 성공적인 치료 1예

이창헌(고려의대)

소아외과 O-XII-02

선천성 결핵(증례보고 1예)

정재희(가톨릭의대)

소아외과 O-XII-03

소아 수술에 있어 예방적 항생제 사용실태 및 수술부위 감염율

부윤정(고려의대)

소아외과 O-XII-04

기관무발생 환자 1예 보고

정수민(성균관의대)

소아외과 O-XII-05

Ectopic salivary gland with a cutaneous opening in the anterior neck 

– a case report

정은영(계명의대)

소아외과 O-XII-06

선천성 횡격막 탈장과 동반된 서혜부 탈장

정상영(전남의대)

소아외과 O-XII-07

Experience of thoracoscopic repair of a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in neonates

남소현(인제의대)

10:00∼10:40 위장관  I 좌장: 한석주(연세의대), 설지영(충남의대)

소아외과 O-XII-08

Thoracoscopic resection of a cervical esophageal duplication cyst: a 

case report of 3-month-old infant

이수영(서울의대)

소아외과 O-XII-09

C형 식도폐쇄증으로 오인된 D형 식도폐쇄증

홍영주(연세의대)

소아외과 O-XII-10

선천성 식도 협착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식도폐쇄증 및 기관식도누공 동반 

여부에 따른 비교

김수홍(서울의대)

소아외과 O-XII-11

Successful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of a giant hyperplastic 

polyp in the stomach causing gastric outlet obstruction in a 21 

month-girl

정은영(계명의대)

소아외과 O-XII-12

위장 염전으로 오인된 신생아의 위장 천공 증례 보고

장혜경(연세의대)

소아외과 O-XII-13

Early experience of laparoscopic adhesiolysis in children with 

postoperative adhesion

정은영(계명의대)

10:40∼11:00 Break

11:00∼12:00 위장관 II 좌장: 홍  정(아주의대), 김성철(울산의대)

소아외과 O-XII-14

Laparoscopic surgery of a duodenal duplication cyst mimicking 

retroperitoneal lymphangioma or 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plasm of pancreas : A case report of an 8-year-old girl

오형민(서울의대)

소아외과 O-XII-15

선천성 십이지장 폐쇄(duodenal obstruction) 환자에서 최소 침습 수술의 

임상 경험

정수민(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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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 O-XII-16

Intrauterine jejunoileal volvulus mimicking intraperitoneal hemorrhage 

in a newborn

강기관(아주의대)

소아외과 O-XII-17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appendectomy using conventional 

laparoscopic instruments in children

임한기(중앙의대)

소아외과 O-XII-18

비히르슈슈프룽병 거대결장

오정탁(연세의대)

소아외과 O-XII-19

선천성 결장 폐쇄증의 경험

황지희(울산의대)

소아외과 O-XII-20

직장항문기형 환자에서 수술 후 항문직장 압력 측정술

홍영주(연세의대)

13:00∼14:10 간담췌, 기타 좌장: 오정탁(연세의대), 이종인(관동의대)

소아외과 O-XII-21

신생아에 시행한 복강경 담관낭종 수술 3예

김대연(울산의대)

소아외과 O-XII-22

산전진단된 총수담관낭 환자의 임상적 경험

정수민(성균관의대)

소아외과 O-XII-23

천공된 담관낭종의 로봇수술 증례 보고

홍영주(연세의대)

소아외과 O-XII-24

Biliary pseudolithiasis in children; a thorough history taking can avoid 

unnecessary surgical procedure

김신영(가톨릭의대)

소아외과 O-XII-25

Pancreatic cyst after choledochal cyst excision: choledochal cyst 

remnant?

김수홍(서울의대)

소아외과 O-XII-26

소아 로봇수술의 초기 경험

한석주(연세의대)

소아외과 O-XII-27

Early experience of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ion in children

이준협(서울의대)

소아외과 O-XII-28

Splenic torsion of a wandering spleen in a child

김신영(가톨릭의대)

14:10∼14:30 Break

14:30∼16:40 Symposium 좌장: 정상영(전남의대)

초미숙아 관리 장윤실(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미숙아의 호흡기 관리 이순민(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미숙아의 영양 관리 이장훈(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미숙아의 감염 관리 황종희(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

미숙아의 수술전후 관리 서정민(성균관의대)

16:40∼17:00 시상 및 폐회식



44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외과대사영양
Abstract page: 295∼307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4:00∼18:00

장소: 컨퍼런스룸 (208호)

14:00∼14:05 개회사

14:05∼15:05 Educational Session I 좌장: 한호성(서울의대), 권국환(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Metabolism in Surgical Patients 이명덕(가톨릭의대)

Artificial Nutrition in Surgical Patients 한명식(울산의대)

15:05∼16:25 Educational Session II 좌장: 박성흠(고려의대), 한명식(울산의대)

Overview of Guidelines for Clinical Nutrition 이혁준(서울의대)

Nutritional Support for General Surgical Patients 유희철(전북의대)

Nutritional Support in Intensive Care Unit 경규혁(인제의대)

Nutritional Support for Transplanted Patients 김종만(성균관의대)

16:25∼16:40 Break

16:40∼18:00 Symposium –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rogram 좌장: 이상목(경희의대), 설지영(충남의대)

Current advances and evidence of ERAS 조용걸(부산의대)

Evidence-based postoperative pain control 이형곤(전남의대 마취통증의학과)

Evidence–based catheter and drain management 김성수(조선의대)

Patients education in ERAS program 김경식(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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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Abstract page: 311∼343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08:00∼16:5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08:00∼08:50 등  록

08:50∼09:00 인사말 유완식(대한위암학회 회장)

09:00∼09:50 Symposium I: Basics of Gastric Cancer Surgery 좌장: 김재규(중앙의대)

How to do ESD                                           이용찬(연세의대 내과)

Pathologic Classification of Gastric Cancer 박영수(울산의대 병리과)

09:50∼10:40 Symposium II: Basics of Gastric Cancer Surgery 좌장: 김영우(국립암센터)

Anatomy and methods to make a good operating view open 

view vs. laparoscopic view

김민찬(동아의대)

How to Start Robotic Gastrectomy 송교영(가톨릭의대)

10:40∼11:00 Break

11:00∼12:00 Special Lecture 좌장: 유완식(경북의대)

최근 제.개정된 의료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손영수(제주의대 산부인과)

12:00∼13:30 Luncheon Symposium 좌장: 노성훈(연세의대)

위암 수술 환자 군에서 복부 봉합 시 항균코팅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수술 부위 감염에 미치는 효과

손태성(성균관의대)

13:30∼15:20 Symposium III: Principles of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좌장: 이경희(영남의대), 안대호(차의대)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s 임형석(울산의대 임상약리학과)

Assessment after chemotherapy 김세형(서울의대 영상의학과)

Surgeon’s choice of chemotherapeutic agent 한상욱(아주의대)

Management of complications during chemotherapy 이지연(성균관의대 내과)

15:20∼15:40 Break

15:40∼16:40 Consensus Conference: 

To Make a Better Education Program for Surgical Subspecialty 

‘Opinion of Fellows’

좌장: 박조현(가톨릭의대)

Aspect of fellows from academic position 이주희(서울의대)

Aspect of fellows from private clinic 정창욱(부산보훈병원)

Aspect of current fellows 김한수(전남의대)

16:40∼16:50 맺음말 목영재(대한위암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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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일시: 2012년 12월 1일(토) 08:30∼16:50

장소: 그랜드볼룸 II, III (103호, 104호)

08:30∼10:10 KOSIS Symposium I: Surgical Issues in Breast Cancer Treatment Chair: Benjamin O Anderson, Seheon Cho

08:30∼08:50 Lymph node status evaluation in neoadjuvant therapy setting Jeong Eon Lee (Samsung Medical Center) 

08:50∼09:20 Surgery and adjuvant therapy for DCIS: recent update Benjamin O Anderson (University of 
Washington)

09:20∼09:40 Factors affecting local recurrence and control of resection margin Ho Yong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09:40∼10:10 Surgical treatment for locoregional recurrence and distant 

metastasis 

Ming Feng Hou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Hospital)

10:10∼10:20 Break

10:20∼12:00 KOSIS Symposium II: Young Age Breast Cancer and Endocrine 

Therapy 

Chair: Shinji Ohno, Chan Heun Park 

10:20∼10:40 Optimal local treatment for the very young age breast cancer pa-

tients 

Seho Park (Yonsei University)

10:40∼11:10 Ovarian function suppression and effect of chemotherapy induced 

menorrhea – evidences and guidelines

Shinji Ohno (National Kyushu Cancer 
Center) 

11:10∼11:30  Mechanisms and overcoming strategy of endocrine resistance Hyun Ah Kim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11:30∼12:00  Factors affecting aromatase inhibitors responsiveness         Shigehira Saji (Kyoto University) 

12:30∼13:10 Luncheon Sympoium 좌장: 윤정한(전남의대)

유방암 환자 관련 암성 통증의 치료와 관리 신혁재(관동의대)

13:30∼15:00 Free Paper-국어구연 좌장: 박용래(성균관의대), 우상욱(고려의대)

유방 O-103-01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research for breast cancer 

chemotherapy

조백현(강서미즈메디병원)

유방 O-103-02

Effect of exposure to IL-21 at different time points on the ex vivo 

expansion of natural killer cells from human peripheral blood

신선형(전남의대)

유방 O-103-03

Correlation between Stem cell marker aldehyde dehydrogenase 1 

and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breast cancer

이준상(가톨릭의대)

유방 O-103-04

Clinical Implication of SMAD4 Expression as Prognostic Marker in 

Breast Cancer

이정희(한양의대)

유방 O-103-05

Better prognosis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Cyclin D1 over ex-

pression: What does Cyclin D1 exactly tell us?

노하니(연세원주의대)

유방 O-103-06

The rate of uptake for BRCA1/2 genetic testing and factors affect-

ing uptake of genetic testing in high-risk families

김동원(서울의대)

15:00∼15:1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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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40 Free Paper-국어구연 좌장: 손병호(울산의대), 김태현(인제의대)

유방 O-103-07

유방종괴의 감별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Breast-Specific Gamma Imaging 

(유방특이감마영상)의 유용성

심진석(건국의대)

유방 O-103-08

wpThyroid cancer presenting as a FDG-PET incidentaloma in pa-

tients with concurrent breast cancer

오승돈(인제의대)

유방 O-103-09

Is it proper to evaluate the NAC involvement of breast cancer with 

nipple discharge by using MRI

이준희(성균관의대)

유방 O-103-10

Concordance between immunohistochemistry and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 SISH (silver in situ hybrid-

ization) for assessment of the HER2

이미리(동아의대)

유방 O-103-11

Predictors of upstaging in patients with a core needle biopsy diag-

nosis of ductal carcinoma in situ

박영주(전남의대)

유방 O-103-12

초음파유도 중심부바늘생검 결과 유두종양 환자에서의 유방암의 예측요소

김우영(고려의대)

유방 O-103-13

Usefulness of the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in Predicting 

Prognosis in Breast Cancer Patients

김영욱(전북의대)

16:40∼16:50 한국유방건강재단 학술연구비 시상

  16:50 폐회사 박찬흔(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그랜드볼룸 III (104호)

13:30∼15:00 Free Paper-국어구연 좌장: 김승일(연세의대), 윤현조(전북의대)

유방 O-104-01 

1기 유방암의 유방보존술 후 재발과 관련된 인자

김윤석(고신의대)

유방 O-104-02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surgical technique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선  영(서울의대)

유방 O-104-03

Serum HER2 levels and its correlation with pathological parameter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류동원(고신의대)

유방 O-104-04

Early Experience of Chemotherapy Induced Alopecia Prevention 

with Paxmann Scalp Cooler

장지나(이화의대)

유방 O-104-05

Reprouductive factors and breast cancer mortality associated with 

immunohsitochemical analysis based breast cancer subtypes in 

Korea

이정선(인제의대)

유방 O-104-06

Case report: asymptomatic rupture of a hydrogel-filled breast 

implant

신승호(Gangnam U Cinic)

15:00∼15:10 Break

15:10∼16:40 Free Paper-국어구연 좌장: 강성수(관동의대), 강선희(계명의대)

유방 O-104-07

Predictive factors for recurrence in early (N0) breast cancer patients

신선형(전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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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O-104-08

The significance of negative sentinel lymph node biopsy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clinically 

positive axillary lymph nodes at presentation

임영아(한림의대)

유방 O-104-09

Breast-conserving therapy is an acceptable surgical treatment in tri-

ple-negative breast cancer patients

이혜윤(고려의대)

유방 O-104-10

Outcomes in upfront use and switch adjuvant setting of aromatase 

inhibitors and tamoxifen

김민국(성균관의대)

유방 O-104-11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immunotherapy using Viscum album as 

an adjuvant treatment in invasive breast cancer

이연옥(한림의대)

유방 O-104-12

복강내 전이와 위체부 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환자 1례

김윤석(고신의대)

16:40∼16:50 한국유방건강재단 학술연구비 시상

  16:50 폐회사 박찬흔(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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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 총론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00∼11:20

장소: 컨퍼런스룸 (208호)

◈ 이  식 / 총  론

Free Paper 좌장: 정상영(전남의대), 이민구(을지의대)

이식/총론 O-01

Analysis of Korean surgeon's occupational stress: a pilot study

강상희(고려의대)

이식/총론 O-02

Clinical outcome after post-laparotomy wound dehiscence: VAC versus 

conventional treatment

정성원(고려의대)

이식/총론 O-03

Technical survival of CAPD catheters: comparison between percutaneous 

and conventional surgical placement techniques

박영석(서울의대)

이식/총론 O-04

Cold ischemic time is critical in outcomes of expanded criteria donor re-

nal transplantation

김서민(서울의대)

이식/총론 O-05

Clinical outcome in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mpact to the various criteria

최호중(가톨릭의대)

이식/총론 O-06

Can shear wave velocity of donor kidney predict graft function after 

transplantation?

이아란(연세의대)

이식/총론 O-07

Change of risk factors affecting renal allograft survival by transplant era

이아란(연세의대)

이식/총론 O-08

Long-term Results 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김종만(성균관의대)



50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임상종양
Abstract page: 347∼382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09:00∼17:00

장소: 컨퍼런스룸 (203호)

09:00∼09:10 개회사 이봉화(대한임상종양학회 회장)

09:10∼10:10 Free Paper 좌장: 김광호(이화의대), 
유항종(한국원자력의학원)

임상종양 O-01

다발성 병변으로 진단된 침윤성 유방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성 및 유방보존수술의 

초기 결과 보고

이강율(한림의대)

임상종양 O-02

Expression of c-Met and lymphangiogenic factor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안태성(순천향의대)

임상종양 O-03

Unique patterns and proper management of post-gastrectomy bleeding 

for gastric cancer

박지연(국립암센터)

임상종양 O-04

CDK4 amplification predicts recurrence of well-differentiated and 

dedifferentiated liposarcoma

이상훈(성균관의대)

임상종양 O-05

Her-2 expression status from serum and cancer tissue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임상우(전남의대)

임상종양 O-06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non-curative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in elderly patients

고경재(가톨릭의대)

10:10∼10:20 Break

10:20∼12:00 Targeted Cancer Therapies for Solid Tumors 좌장: 노동영(서울의대), 백무준(순천향의대)

10:20∼10:40 Targeted therapy with personalized medic 김성용(순천향의대)

10:40∼11:00 Cancer clinical trials for targeted therapy 문형곤(서울의대)

11:00∼11:20 Targeted therapy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박선진(경희의대)

11:20∼11:40 Targeted therapy in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정용식(아주의대)

11:40∼12:00 Oncolytic viral therapy to solid tumors; modified HSV and vaccinia virus 송태진(고려의대)

13:00∼14:40 Apply an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 to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좌장: 김이수(한림의대), 김영우(국립암센터)

13:00∼13:25 임상종양분야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임상시험현황 및 관련법규 설효찬(식품의약품안전청)

13:25∼13:50 제약회사의 승인 또는 실패한 국내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예와 대처 정  헌(한국MSD)

13:50∼14:15 다기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정경해(울산의대 혈액종양내과)

14:15∼14:40 다국적/다기관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임상시험에 관한 FAQ & A 손지원(한국아스트라제네카)

14:40∼15:00 Break

15:00∼17:00 “암”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포럼 좌장: 이봉화(한림의대), 육정환(울산의대)

15:00∼15: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적정성평가 이규덕(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20∼15:40 유방암의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손병호(한국유방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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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대장암 진료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희철(대한대장항문학회)

16:00∼16:20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와 향상 안형식(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16:20∼17:00 발전적 패널토의 패널: 이규덕, 손병호, 김희철, 안형식, 

왕희정(한국간담췌외과학회), 

김용일(대한위암학회)

 17:00∼ 폐회사 김남규(대한임상종양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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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09:00∼12:30

장소: 컨퍼런스룸 (201호)

09:00∼10:10 Free Paper I 좌장: 양대현(한림의대), 이태석(서울복음병원)

탈장 O-01

생물학적 mesh을 사용한 복벽 결손의 교정

유병철(가천의대)

탈장 O-02

소아탈장과 음낭수종의 복강경수술

이성렬(담소유외과)

탈장 O-03

Surgical repair of incarcerated umbilical hernia after large volume 

paracentesis

정성엽(중앙의대)

탈장 O-04

TEP 수술 후 장액저류를 방지하기 위한 탈장낭 박리 술기

강상희(고려의대)

탈장 O-05

일차병원의 서혜부 탈장수술법 중 단일통로복강경 복강내접근술(single 

port TAPP)의 장단점

김정윤(담소유외과의원)

탈장 O-06

Laparoscopic repair of left paraduodenal hernia - 2 cases

손준호(대구파티마병원)

탈장 O-07

성인에서 발생한 결장간막 탈장 - 성공적인 복강경적 탈장 복원술

성지은(울산의대)

10:20∼12:30 Free Paper II 좌장: 정  민(가천의대), 조해창(대구파티마병원)

탈장 O-08

Combined laparoscopic approach for strangulated femoral hernia

전영배(순천향의대)

탈장 O-09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incisional and parastomal 

hernia in patients undergoing colorectal surgery

송인호(서울의대)

탈장 O-10

전신마취 없이 당일수술, DRG로 시행한 서혜부탈장 2547명

주인호(주종수 외과의원)

탈장 O-11

Dose primary repair in laparoscopic hernia repair decrease 

recurrence rate?

전경모(울산의대)

탈장 O-12

Laparoscopic treatment of incarcerated obturator hernia

장혁재(울산의대)

탈장 O-13

Systemic immunologic and inflammatory response after laparoscopic 

versus open herniorrhapy

장혁재(울산의대)

탈장 O-14

Lumber hernia

김동주(충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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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Abstract page: 385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09:00∼18:00

장소: 그랜드볼룸 III (105호)

09:00∼09:50 Quick Presentation I (영어 구연) 좌장: 박종권(인제의대), 이태승(서울의대)

혈관 QP-I-01

Endovascular salvage procedure for iliac limb occlusion after EVAR: 

a case report

한아람(서울의대)

혈관 QP-I-02

대동맥류의 혈관내치료를 위한 동맥접근법에 따른 결과비교

조진현(경희의대)

혈관 QP-I-03

Case report aortic neck banding for type 1 endoleak after EVAR

박재영(인하의대)

혈관 QP-I-04

급성 동맥폐쇄를 동반한 양측성 슬와동맥류에서의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한 혈관내 치료

박원철(조선의대)

혈관 QP-I-05

대퇴부혈관용 자가확장형 SMA 말초혈관용 스텐트의 기계적 시험방법 

연구

강복구(인하대)

혈관 QP-I-06

A common hepatic artery pseudoaneurysm with GI bleeding 

confused with the duodenal submucosal tumor

노승재(건양의대)

09:50∼10:00 Q&A

10:00∼11:00 Video Presentation 좌장: 민승기(서울의대), 김형태(계명의대)

혈관 VP-01

My technique for Carotid endarterectomy     

이경복(서울의료원)

혈관 VP-02

My technique for AVF surgery                

윤상섭(가톨릭의대)

혈관 VP-03

대동맥 수술

허  승(경북의대)

혈관 VP-04

슬와동맥 낭성 외막 변성 질환의 후방 접근을 통한 수술 치료

권태원( 울산의대)

혈관 VP-05

파열성 복부대동맥류에서 Zenith(Cook)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혈관내치료시 대동맥 폐색풍선의 초기경험

박기혁(대구가톨릭의대)

혈관 VP-06

Interventional treatment for congestive hepatic failure by malignant 

inferior vena cava syndrome 

변승재(원광의대)

11:00∼11:20 Break

11:20∼12:20 Free Paper I 좌장: 장이찬(충북의대), 허  승(경북의대)

혈관 OP-I-01

How to predict the necessity of temporary shunting during carotid 

endarterectomy

노민수(울산의대)

혈관 OP-I-02

Comparative results of conventional and eversion carotid 

endarterectomy

이재훈(영남의대)

혈관 OP-I-03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orto-carotid bypass for patients 

with Takayasu’s arteritis

양신석(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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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OP-I-04

Risk factor associated with recurrence in venous stent for deep vein 

thrombosis of lower extremity

황홍필(전북의대)

혈관 OP-I-05

혈전증 예방조치를 시행한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 수술 환자에서 

심부혈전증의 발생의 양상

박의준(계명의대)

혈관 OP-I-06

Timing of referral for permanent vascular access : analysis on the 

status and the barriers to timely referral

김서민(서울의대)

12:20∼12:30 Q&A

12:30∼12:50 회장강연 좌장: 권태원(울산의대)

우리의 미래 박호철 회장

13:00∼14:00 Luncheon Symposium

14:00∼15:00 Free Paper II 좌장: 소병준(원광의대), 장정환(조선의대)

혈관 OP-II-01

Current treatment results of chronic juxta-renal aortic occlusion

양신석(성균관의대)

혈관 OP-II-02

Hybrid revascularization in multilevel peripheral arterial disease: 

Preliminary result

정희경(경북대학교)

혈관 OP-II-03

The safety of human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herapy in patients with PADO

양신석(성균관의대)

혈관 OP-II-04

Centerline을 이용한 수술전 EVAR 계획        

주윤성(좋은 강안병원)

혈관 OP-II-05

Outcomes of endovascular repair for ruptured abdominal aortic 

aneurysm: 13 cases

이호균(전남의대)

혈관 OP-II-06

이동식 투시장치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혈관내수술(Endovascular 

surgery)실에서 방사선 피폭량의 조사

윤우성(대구가톨릭의대)

15:00∼15:10 Q&A

15:10∼15:30 Break

15:30∼16:40 Symposium: Nonatheromatous Popliteal Artery Disease  좌장: 김동익(성균관의대), 권우형(영남의대)

Embryology and anatomy of popliteal fossa 최수진나(전남의대)

Popliteal artery entrapment syndrome 조용필(울산의대)

Adventitial cystic disease 민승기(서울의대)

Popliteal aneurysm 박기혁(대구가톨릭의대)

Case discussion

Q&A

16:40∼17:40 Quick Presentation II (영어 구연) 좌장: 윤상섭(가톨릭의대), 최수진나(전남의대)

혈관 QP-II-01

Long-term outcome of crossover femoro-femoro-popliteal bypass 

using side-to-side anastomosis

윤우성(대구가톨릭의대)

혈관 QP-II-02

관상동맥질환과 말초혈관폐쇄질환에 대한 동시적 혼합(hybrid) 재관류 

치료 경험

유영선(조선의대)

혈관 QP-II-03

Case report Intraluminal snared-atheroma causing common femoral 

artery stenosis after using perclose

박재영(인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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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QP-II-04

상지 동맥 급성 혈전색전증의 임상적 특징

오채연(성균관의대)

혈관 QP-II-05

Persistent sciatic artery: not that uncommon?

박의준(계명의대)

혈관 QP-II-06

Acute kidney injury after radical nephrectomy and IVC 

thrombectomy for RCC: incidece and risk factors

신  성(울산의대)

17:40∼17:50 Q&A

 17:50∼18:00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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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Abstract page: 389∼403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4:00∼16:30

장소: 컨퍼런스룸 (203호)

14:00∼14:10 인사말 문재환(대한화상학회 회장)

14:10∼15:10 Symposium I: Issues in Burn Treatment 좌장: 문재환(한일병원), 
김종현(한림의대)

Serum Transthyretin 양형태(한림의대)

Microalbuminuria in major burn 임해준(한림의대)

Burn scar management (operative) 김상규(푸른병원)

15:10∼15:30 Break

15:30∼16:30 Symposium II: Issues in Burn Treatment 좌장: 김현철(국군수도병원), 
정철수(하나병원)

Acute management of severe burn 최동휘(하나병원)

CEA (suspension type vs membrane type) 문덕주(베스티안병원)

EN in massive burn 조용석(한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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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등록 및 조편성 사  회: 정철운 (차의대)

09:00∼09:10 회장인사말 김선회 (대한외과교육연구회 회장)

09:10∼09:20 [강의 1] 학생주치의제도란? 노혜린 (인제의대)

09:20∼09:35 질의응답

09:35∼09:50 [결과발표] 학생주치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이규언 (서울의대)

09:50∼10:00 Break

10:00∼10:30 [조별 토의] 설문 문항별 검토

10:30∼11:30 [전체 토의] 설문 문항별 조별 발표 및 검토

11:30∼12:00 [전체 토의] 차기 연구회장 선임 및 발전방향

대한외과교육연구회
Abstract page: 407∼408
일시: 2012년 12월 1일(토) 08:30∼12:00

장소: 컨퍼런스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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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강중구 (대한외과감염연구회 회장)

14:00∼15:10 수술부위 감염방지를 위한 다각적 접근 좌장: 임태진 (계명의대), 
양진기 (수술실간호사회 부회장)

14:00∼14:15 수술실 시스템 허  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4:15∼14:30 수술 중 환자관리 박상헌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14:30∼14:45 수술부위 관리 및 치료 백미경 (신촌세브란스병원)

14:45∼15:00 예방적 항생제 및 치료적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 손장욱 (고려의대 감염내과)

15:00∼15:10 Panel Discussion

15:10∼15:50 대한외과감염연구회 연구과제 보고 좌장: 강중구 (대한외과감염연구회 회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15:10∼15:25 외과 수술의 수술부위 감염 조사 및 기준개발 연구 이길연 (경희의대)

15:25∼15:30 Discussion

15:30∼15:45 외과 영역에서의 의료관련 감염 지침 개발연구 김경식 (연세의대)

15:45∼15:50 Discussion

15:50∼16:10 Break

16:10∼17:20 다양한 외과분야에서 수술부위 감염의 특징과 대처 좌장: 김민찬 (동아의대), 
정선영 (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16:10∼16:25 정형외과 송주현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16:25∼16:40 흉부외과 홍기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흉부외과)

16:40∼16:55 신경외과 이기택 (인제의대 신경외과)

16:55∼17:10 중환자실 이재길 (연세의대)

17:10∼17:20 Discussion

대한외과감염연구회
Abstract page: 411∼432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4:00∼17:20

장소: 컨퍼런스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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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중환자연구회
Abstract page: 435∼447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09:00∼12:30

장소: 컨퍼런스룸 (203호)

09:00∼10:00 Free Paper (초록 발표 10분 토의 5분) 좌장: 설지영(충남의대), 배금석(연세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O-01

외과전문의인 In house trauma surgeon의 중증외상환자 

초기처치에서의 역할

조항주(가톨릭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O-02

간손상 상해진단서 작성 시 치료기간에 대한 고찰

박찬용(전남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O-03

일 대학병원 외과에 입원한 중증 외상환자 진료비 분석

정윤중(울산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O-04

Clinical outcome and surgical experience of traumatic pancreatic 

injury

최새별(고려의대)

10:00∼12:30  Symposium: Trauma and Critical Care  

Damage Control Surgery – Surgical Technique 좌장: 김남열(한라병원)

10:00∼10:15 Damage control surgery 홍석경(울산의대)

10:15∼10:30 Liver, spleen 김재훈(부산의대)

10:30∼10:45 Pancreas and duodenum 김정철(전남의대)

10:45∼11:00 Aorta cross-clamping 이국종(아주의대)

11:00∼11:15 Discussion  

Management of the Open Abdomen 좌장: 이태의(건국의대)

11:15∼11:30 Temporary abdominal closure 조항주(가톨릭의대)

11:30∼11:45 Reconstruction of the open abdomen 김은기(울산의대 성형외과)

11:45∼12:00 Respiratory therapy 이재길(연세의대)

12:00∼12:15 Nutritional therapy 박치민(성균관의대) 

12:15∼12:3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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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전시

분야 초록번호

내시경복강경 P-01∼P-20

중환자외과, 외상 P-01∼P-07

이식/총론 P-01∼P-14

탈  장 P-01∼P-02

혈  관 P-01∼P-25

분야 초록번호

유    방 P-01∼P-19

대장항문 P-01∼P-67

분야 초록번호

간담췌 P-001∼P-085

임상종양 P-01∼P-14

갑상선내분비 P-01∼P-25

ㆍ정확한 포스터 전시 시간과 장소는 해당 발표자에게 메일과 SMS로 전달됩니다.

전시일자: 11월 29일(목) 08:0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참여분과학회

전시일자: 11월 30일(금) 08:3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참여분과학회

전시일자: 12월 1일(토) 08:00∼18:00

전시장소: 그랜드볼룸 Pre-Function (등록데스크 앞) & 컨퍼런스룸 201호 외부로비

참여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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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담 췌

 간담췌 P-001 10 mm 이상의 담낭성 용종으로 복강경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조직병리학적 특성 분석

성지은(울산의대)

 간담췌 P-00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한 담낭 용종성 병변의 크기를 통한 T1, T2 담낭암의 예측은 

가능한가?

성지은(울산의대)

 간담췌 P-003 Ruptured undifferentiated embryonal liver sarcoma 장혁재(울산의대)

 간담췌 P-004 Acute cholecystitis and biliary tract infections due to Candida 장혁재(울산의대)

 간담췌 P-005 Microbiology of gallbladder bile in uncomplicated symptomatic gallstones 장혁재(울산의대)

 간담췌 P-006 Clinical outcomes of liver donors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in 

SNUH

Suk-Won 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담췌 P-007 The clinical outcome in patients with portal vein invasion of pancreas head 

cancer

정재홍(성균관의대)

 간담췌 P-008 Clinical outcome of hepatic epithelioid hemangioendothelioma Joon Hyop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담췌 P-009 Successful en-bloc resection of metastatic HCC with IVC replacement & left 

renal vein reimplantation

Deok-Bog Moon (University of Ulsan)

 간담췌 P-010 Frequency of right hepatic artery cross in front of choledochal cyst 황대욱(서울의대)

 간담췌 P-011 Usefulness of PIVKA-II in screening of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박민수(서울의대)

 간담췌 P-012 Idiopathic spontaneous perforation of the gallbladder 김성집(가톨릭의대)

 간담췌 P-013 Perioperative PIVKA levels: useful markers predicting pro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who underwent liver transplantation

유태석(서울의대)

 간담췌 P-014 Laparoscopic anatomical liver resection; focus on middle hepatic vein 

exposure (video clip)

김기훈(울산의대)

 간담췌 P-015 2차병원에서 단일공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초기경험 이상엽(드림병원)

 간담췌 P-016 수술 직후 체수분 평가에 대한 생체전기 임피던스의 유용성 서원준(연세의대)

 간담췌 P-017 Torsion of the gallbladder in pregnancy: a case report 이준상(중앙의대)

 간담췌 P-018 Cytoprotective effect of intraportal prostaglandin E1 in preventing of 

ischemic injury of the liver

이재훈(울산의대)

 간담췌 P-019 Pancreatic arteriovenous malformation involving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and mesenteric root

김재근(연세의대)

 간담췌 P-020 Laparoscopic exploration of common bile duct by trans-cystic approach 이환효(김포우리병원)

 간담췌 P-021 Thoracoabdominal approach for Right sided hepatic resection for the huge 

hepatic malignancy

박길춘(울산의대)

 간담췌 P-022 Surgical strategy for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is bile duct resection 

always necessary?

최새별(고려의대)

 간담췌 P-023 Surgical outcome and prognostic factors for primary duodenal 

adenocarcinoma

최새별(고려의대)

 간담췌 P-024 Telangiectatic focal nodular hyperplasia of the liver complicated with 

hemorrhage and necrosis

최새별(고려의대)

포스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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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췌 P-025 A case of duodenal gangliocytic paraganglioma with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최새별(고려의대)

 간담췌 P-026 간에서 기원한 일차성 위장관외 간질종양 1예 박태진(경상의대)

 간담췌 P-027 The rol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on surgical site infection in elective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김지예(연세의대)

 간담췌 P-028 Validation of the 7th edition of AJCC TNM staging system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nalysis

Ji Woong Hwang (University of Ulsan)

 간담췌 P-029 담낭 선종의 임상적 특성 손준호(대구파티마병원)

 간담췌 P-030 Common hepatic artery arising from the left gastric artery: Pay attention 

during left hepatectomy

한영석(대구가톨릭의대)

 간담췌 P-031 Clinical significance of hepatic venous outflow in Parenchymal preserving 

hepatectomy

한영석(대구가톨릭의대)

 간담췌 P-032 The experience of 139 cases ABO-incompatible adult LDLT in single center 송기원(울산의대)

 간담췌 P-033 Comparison of open and laparoscopic major hepatic resection 강성화(울산의대)

 간담췌 P-034 Extent of resection for T2N0 gallbladder carcinoma: Performing bile duct 

resection or Not?

곽성찬(울산의대)

 간담췌 P-035 Single layered, parachuted and intussuscepted method of pan-

creaticojejunostomy: single surgeon's experience

Ji Woong Hwang (University of Ulsan)

 간담췌 P-036 The single center experience in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2500 

cases during 15 years

남궁정만(울산의대)

 간담췌 P-037 A case of iatrogenic right hepatic artery pseudoaneurysm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박평재(고려의대)

 간담췌 P-038 A composite paraganglioma and anaplastic neuroblastoma of 

retroperitoneum developed in the adult

조승현(전남의대)

 간담췌 P-039 An unusual peritoneal seed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hepatic 

resection: Report of a case

최병관(전남의대)

 간담췌 P-040 Prognostic factor for the recurrence of patients with far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홍  근(서울의대)

 간담췌 P-041 Rat model of warm ischemic damage of bile duct in liver transplantation 

from non heart beating donor

홍  근(서울의대)

 간담췌 P-042 급성 담낭염으로 오인된 담낭 염전 염선철(을지의대)

 간담췌 P-043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of the bile duct with intrahepatic 

rupture

박시민(건양의대)

 간담췌 P-044 Primary malignant rhabdoid tumor of the gallbladder: report of a case 김희준(전남의대)

 간담췌 P-045 Peribiliary cysts developed in normal underlying liver 김희준(전남의대)

 간담췌 P-046 Prognosis of patients with pT1b/T2 gallbladder carcinoma undergone laparo-

scopic cholecystectomy as an initial operation 

박예종(울산의대)

 간담췌 P-047 Comparison of Clinical and Surgical Outcomes between Laparoscopic Left 

Hepatectomy and Open Left Hepatectomy for Intrahepatic Duct Stone 

Disease

남궁정만(울산의대)

 간담췌 P-048 Predictors and patterns of recurrence according to types of periampullary 

carcinoma after surgery

유영동(고려의대)

 간담췌 P-049 Comparison of short-term and long-term outcome between left-and 

right-sided hepatectomy for the treatment of hilar cholangiocarcinoma 

한대훈(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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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췌 P-050 Prognostic significance of gross tumor pattern in the patients with single 

hepatocellular carcinoma over 5cm after curative resection

한대훈(연세의대)

 간담췌 P-051 Laparoscopic extended (subtotal) distal pancreatectomy with resection of 

both splenic artery and vein

최성훈(연세의대)

 간담췌 P-052 Interim result of two-stage hepatectomy with portal vein embolization for 

multiple and bilobar colorectal liver metastasis

최성훈(연세의대)

 간담췌 P-053 좌삼구역+미상엽절제 및 2개의 아구역간동맥 재건으로 절제가 불가했던 

제4형간문부암의 성공적수술(Video)

문덕복(울산의대)

 간담췌 P-054 Pancreaticoduodenectomy for secondary periampullary cancer following ex-

trahepatic bile duct cancer resection

김동훈(성균관의대)

 간담췌 P-055 Surgical treatment of bronchobiliary fistula due to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curred hepatocellular carcinoma

김동훈(성균관의대)

 간담췌 P-056 Perioperative AFP levels: useful markers predicting prognosis of hep-

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who underwent liver transplantation

유태석(서울의대)

 간담췌 P-057 Experience-based surgical approach to pancreatic mucinous cystic neoplasms 

with ovarian-type stroma

정명재(연세의대)

 간담췌 P-058 Salvag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fter prior liver resection for hep-

atocellular carcinoma

황  신(울산의대)

 간담췌 P-059 Giant peduncu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mistaken for a pelvic mass 강동현(순천향의대)

 간담췌 P-060 Lymph node ratio of pancreatic cancer has limited prognostic relevance 강미주(서울의대)

 간담췌 P-061 Long-term prognosis after portal vein resection for pancreatic head cancer 강미주(서울의대)

 간담췌 P-062 A case of cystic echinococcosis in the liver 안근수(계명의대)

 간담췌 P-063 Hepatic resection and prognosis for patients with single hepatocellular car-

inomca larger than 5 cm

안근수(계명의대)

 간담췌 P-064 The effect of alkaline phosphatase and intrahepatic metastases in large hep-

atocellular carcinoma

김종만(성균관의대)

 간담췌 P-065 C-reactive protein may be a prognostic factor 김종만(성균관의대)

 간담췌 P-066 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ntagonist-II (PIVKA-II) 김종만(성균관의대)

 간담췌 P-067 Retroperitoneal teratoma misdiagnosed as a liver teratoma 한형준(고려의대)

 간담췌 P-068 Indication for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 patients 

selection

한형준(고려의대)

 간담췌 P-069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the intraductal papillary neoplasms of 

the intrahepatic bile duct

장기웅(울산의대)

 간담췌 P-070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fluence prognosis and recurrence patterns in 

periampullary cancer

조재영(서울의대)

 간담췌 P-071 Evaluation of chemotheraphy induced liver injury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liver metastases

윤성필(부산의대)

 간담췌 P-072 Effect of alcohol alblation as therapeutic modality of large hepatic cyst 정금오(원광의대)

 간담췌 P-073 Which method is more better in small duct, soft pancreas? 이효준(연세의대)

 간담췌 P-074 Long-term survival outcome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having 

pathologically

박형우(울산의대)

 간담췌 P-075 Extended extrahepatic bile duct resection for biliary cancers involving the 

mid bile duct and its proximal intrapancreatic portion

이승재(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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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췌 P-076 Prognostic value of pretransplant peripheral blood monocyte count in pa-

tients undergoing liver transplant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김영규(국립암센터)

 간담췌 P-077 Laparoscopic management for hepatic cyst 이두호(서울의대)

 간담췌 P-078 Knacks for retrohepatic inferior vena cava excision and patch graft for hep-

atobiliary cancer surgery

박길춘(울산의대)

 간담췌 P-079 Extent of resection for T2N0 gallbladder carcinoma: Performing bile duct re-

section or not?

곽성찬(울산의대)

 간담췌 P-080 Long-term outcomes of liver transplantation for combined hepatocellular 

and cholangio-carcinomas

박요한(울산의대)

 간담췌 P-081 Parenchyma-preserving hepatectomy for perihilar cholangiocarcinoma 박형우(울산의대)

 간담췌 P-082 Anterior transection approach for left hepatectomy in patients with perihilar 

cholangiocarcinoma

박천수(울산의대)

 간담췌 P-083 Right trisectionectomy with en bloc portal vein resection for intahepatic 

cholangiocarcinoma after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through pre-

operative stenting for main portal vein occlusion

황  신(울산의대)

 간담췌 P-084 Rituximab, PE, Basiliximab, and IVIG without local infusion and splenectomy 

in ABO incompatible LDLT

이승덕(국립암센터)

 간담췌 P-085 Risk factors for pancreatogenic diabetes after pancreaticoduodenectomy 오형민(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갑상선내분비 

P-01

Robotic thyroid surgery using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a single 

surgeon’s experience and outcome with the first 200 cases

 김완욱(경북의대)

갑상선내분비 

P-02

Robotic total thyroidectomy and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강경호(중앙의대)

갑상선내분비 

P-03

Surgical complications in transaxillary gasless robotic thyroidectomy  박슬기(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P-04

Learning curves in endoscopic thyroidectomy using trans-axillary approach: 

CUSUM analysis

 김상훈(가톨릭의대)

갑상선내분비 

P-05

로봇 수술에 있어서의 수술 보조자의 숙련도가 수술 시간에 미치는 영향  권형주(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P-06

Primary thyroid cancer occurred in breast cancer patients: comparison with 

ordinary thyroid cancer

 정유승(가천의대)

갑상선내분비 

P-07

The contributing factors to surgical outcomes of Transaxillary Robotic 

thyroidectomy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atients

 손해영(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P-08

Surgical completeness of robotic thyroidectomy; A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Robotic thyroidectomy versus open conventional thyroidectomy

 이소희(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P-09

Bilateral giant adrenal myelolipoma with hemorrhage  김우영(고려의대)

갑상선내분비 

P-10

Is Hashimoto’s thyroiditis a prognostic factor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이지현(이화의대)

갑상선내분비 

P-11

BRAF mutation is useful for prediction of poor prognosis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장재훈(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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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내분비 

P-12

A case of adrenal myelolipoma and adenoma cured after unilateral 

adrenalectomy

 장재훈(경희의대)

갑상선내분비 

P-13

Gasless endoscopic transaxillary approach에서 국소부위 통증지속조절장치 

ON-Q
®
 PainBuster

®
의 유효성

 현기훈(성균관의대)

갑상선내분비 

P-14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ropivacaine injection after robotic 

thyroidectomy

 배동식(인제의대)

갑상선내분비 

P-15

갑상선 절제술 및 중앙부 림프절 절제술 후 생긴 유미 유출을 피브린 글루로 치료한 

증례 2예

 황승욱(경북의대)

갑상선내분비 

P-16

항갑상선제 사용 중 발생한 무과립구증 및 갑상선 중독 발작에 대한 외과적 치료 1례  정인섭(인제의대)

갑상선내분비 

P-17

Usefulness of chest CT scan and PET-CT scan in detecting the occasion of 

steadily elevated serum thyroglobulin in patients with negative whole body 

iodine scan and neck ultrasonogram

 오은미(가천의대)

갑상선내분비 

P-18

갑상선 결절의 과증식에 의한 기도 폐색의 증례  정태두(인제의대)

갑상선내분비 

P-19

Risk factor of postoperative hypothyroidism after hemithyroidectomy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김연선(울산의대)

갑상선내분비 

P-20

Unresponsive hypocalcemia after total thyroidectomy in patient with 

previous billroth II gastrectomy

 이정희(한양의대)

갑상선내분비 

P-21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한 Group A streptococcus (GAS)의 감염에 의학 독성 쇼크 

중후군(Toxic shock syndrome) 및 괴사성 종격동염의 증례보고

 이온복(울산의대)

갑상선내분비 

P-22

Cervical bronchogenic cyst: incidental found during thyroidectomy  전학훈(연세의대)

갑상선내분비 

P-23

Outcomes of conservative surgery for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김우영(고려의대)

갑상선내분비 

P-24

BABA endoscopic sistrunk operation  백세현(서울의대)

갑상선내분비 

P-25

A case report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of papillary thyroid cancer  구은정(동아의대)

내시경복강경

내시경복강경 

P-01

Management of giant hepatic cysts in the laparoscopic era  김영훈(동아의대)

내시경복강경 

P-02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을 통한 상행결장 부위의 게실 출혈 환자에게 시행한 우측 대장 

절제술(비디오 증례)

 이관철(한솔병원)

내시경복강경 

P-03

Two cases of laparoscopic adhesiolysis for chronic abdominal pain without 

intestinal obstruction after total gastrectomy 

 김명조(순천향의대)

내시경복강경 

P-04

Laparoscopic left hepatetomy for intrahepatic duct stones in a patient with 

situs inversus totalis

 박은정(연세의대)

내시경복강경 

P-05

Laparoscopic duodenectomy of Brunner's glands hamartoma in duodenum  박시민(건양의대)

내시경복강경 

P-06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using Konyang Standard 

Method

 박시민(건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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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복강경 

P-07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severely distorted hepatic 

anatomy by omphalocele

 한영석(대구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P-08

십이지장의 위장관 기질성 종양에 대한 복강경하 종양 절제술  이정선(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P-09

The laparoscopic surgery in abdominal trauma: a single-center review of a 

7-year experience

 임경훈(안동병원)

내시경복강경 

P-10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이후 발생한 지연성 천공에 대한 복강경하 일차 봉합술  김정빈(인제의대)

내시경복강경 

P-11

The early experience of totally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t 

a low-volume center

 최병서(국립중앙의료원)

내시경복강경 

P-12

성인에서 생긴 중복낭 2예  강진구(대구파티마병원)

내시경복강경 

P-13

성인에서 이소성 췌장에 의한 회장 중첩증의 단일포트 복강경 소장절제술 1예  강진구(대구파티마병원)

내시경복강경 

P-14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management of giant hepatic cyst with gb stone: 

a case report

 김기환(가톨릭의대)

내시경복강경 

P-15

Cystic lymphangioma of mesentery with spontaneous internal bleeding: re-

port of a case

 김충영(전남의대)

내시경복강경 

P-16

복강경을 이용한 Solitary Peutz-Jeghers polyp으로 인한 소장중첩증 치료 1례  이은경(건국의대)

내시경복강경 

P-17

Endoscopic diagnosed intussusception by malignant lymphoma  김근영(원광의대)

내시경복강경 

P-18

Laparoscopic assisted distal gastrectomy of a huge gastric lipoma with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and anemia

 이환효(김포우리병원)

내시경복강경 

P-19

Laparoscopic repair of a left paraduodenal hernia  이환효(김포우리병원)

내시경복강경 

P-20

A case of spontaneous mesenteic hematoma in pediatric patient  이석윤(원광의대)

대장항문

대장항문 P-01 Surgical management for rectal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single 

institution experiences

김창희(연세의대)

대장항문 P-02 Intraoperative near infrared fluorescence imaging in robotic low anterior 

resection: reports of 3 cases 

배성욱(연세의대)

대장항문 P-03 A case of rectal intramural hematoma after colonoscopic snare polypectomy 임태수(원광의대)

대장항문 P-04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anal margin: Korean single center 

experience

Dae Ro Lim (Yonsei University)

대장항문 P-05 국소적으로 재발된 직장암에 의한 소장피부누공 1예 홍성민(강원의대)

대장항문 P-06 Case report: aggressive angiomyxoma, a rare tumor of perineum and 

pelvic cavity

정성엽(고려의대)

대장항문 P-07 Case report: complete response of rectal neuroendocrine tumor after 

neoadjuvant CCRTx

정성엽(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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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P-08 직장에 발생한 위장관 간질성 종양(GIST)에서 imatinib 선행보조요법(neoadjuvant 

therapy)의 효과

김병성(울산의대)

대장항문 P-09 Case Report: huge retroperitoneal schwannoma surrounded both common 

iliac vesseles

정성엽(고려의대)

대장항문 P-10 Rare complication of large perineal herniation of previous vaginal closure site 

after APR, radical cystectomy and Hysterectomy

정성엽(고려의대)

대장항문 P-11 Laparoscopic assisted abdominoperineal operation at rectal ulcer syndrome 

with adenocarcinoma characterized by rectal prolapse: case report 

전용준(한림의대)

대장항문 P-12 Primary invasive micropapillary carcinoma of the colon: case report 신재원(고려의대)

대장항문 P-13 Gallbladder empyema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appendiceal mucocele 배진형(동국의대)

대장항문 P-14 구불결장 염전의 임상적 고찰 서광욱(인제의대)

대장항문 P-15 Metachronous colon cancer at the colostomy after abdominoperial resection Woon Kyung Jeong (Keimyung 

University)

대장항문 P-16 Comparative analysis of survival rate and local recurrent rate according to 

length of distal resection margin in rectal cancer patients

홍경숙(이화의대)

대장항문 P-17 Reversible colonic mucosal ischemia in the proximal anastomotic segment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유병은(고려의대)

대장항문 P-18 Adenocarcinoma로 hartmann operation 받은 환자에게서 발생한 mucinous 

adenocarcinoma 증례 1례

배진형(동국의대)

대장항문 P-19 Multiple appendiceal ulcers leading to acute lower gastrointestinal bleeding 김성집(가톨릭의대)

대장항문 P-20 성인에서 발견된 소화관 중복 2예 강진구(대구파티마병원)

대장항문 P-21 전내장 역위증(situs inversus totalis)이 있는 결장암 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의 유용성 박봉원(울산의대)

대장항문 P-22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in abdominal cavity 강상희(고려의대)

대장항문 P-23 후직장강내와 좌골직장와에서 발견된 미부 낭종 1예 홍영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장항문 P-24 The expression of colon cancer stem cell markers in patients of colorectal 

cancer with synchronous hepatic metastases

Feifeng Jing (전남의대)

대장항문 P-25 Robotic intersphincteric resection for rectal cancer: its immediate surgical 

outcomes are comparable to those of laparoscopic surgery

문수연(경희의대)

대장항문 P-26 Perioperative intravenous lidocaine reduces pain after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이동헌(중앙의대)

대장항문 P-27 A case of recurrent intraperitoneal abscess by P. westermanii misdiagnosed 

as complicated colonic diverticulitis

김근영(원광의대)

대장항문 P-28 Adenocarcinoma with Paget's disease in anal canal : Case report 조세나(조선의대)

대장항문 P-29 Intestinal obstruction resulting from ingested foreign body in a patient Woon Kyung Jeong (Keimyung 

University)

대장항문 P-30 Encapsulating sclerosing peritonitis presenting as chronic diarrhea 강동백(원광의대)

대장항문 P-31 MLH1 methylation modulated by miR-31 in colorectal cancer Hee Cheol Kim (Sungkyunkwan 

University)

대장항문 P-32 재발성 우측대장게실염의 예측 인자와 치료 박선민(가톨릭의대)

대장항문 P-33 Comparison oncologic outcome of Robotic vs. Laparoscopic RME for rectal 

cancer after neoadjuvant CRT

임대로(연세의대)

대장항문 P-34 Determinants of long-term survival in patients who developed recurrence 

after resection of colorectal liver metastasis 

김혜진(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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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P-35 Oncologic impact of pathologic stage in rectal cancer with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김훈진(전남의대)

대장항문 P-36 Laparoscopic rectal cancer surgery and body mass index (BMI): Dose 

underweight impact short-term results?

김지훈(가톨릭의대)

대장항문 P-37 Oncologic outcomes after neoadjuvant CRT followed by with TME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임대로(연세의대)

대장항문 P-38 Feasibility and safety of single port laparoscopic anterior resection for 

sigmoid colon cancer: comparative study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anterior resection

김지훈(가톨릭의대)

대장항문 P-39 Single-incision versus Multiport laparoscopic colectomy for sigmoid colon 

cancer

허  혁(연세의대)

대장항문 P-40 대장암의 동시성과 이시성 간 전이 비교 백진희(건국의대)

대장항문 P-41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복강경 대장암 수술의 안전성 이철민(고신의대)

대장항문 P-42 Single-incision laparoscopic surgery for colorectal malignancy: a single 

surgeon experience of 87 consecutive cases and assessment of perioperative 

outcomes 

윤정아(성균관의대)

대장항문 P-43 Short-term perioperative outcomes of single-incision laparoscopic anterior

resection comparing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surgery for malignancy: 

A case-matched comparison

김강재(성균관의대)

대장항문 P-44 Clinical significance of CD133 expression in colorectal cancer 이재임(가톨릭의대)

대장항문 P-45 Comparison of short-term and long-term outcomes in open surgery group, 

laparoscopic surgery group and conversion to open surgery group during 

laparoscopic colorectal cancer surgery 

구혜영(성균관의대)

대장항문 P-46 Rectourethral fistulas: results of surgical treatment 전병건(서울의대)

대장항문 P-47 Buschke-Lowenstein tumor: a case report 송라영(서울의대)

대장항문 P-48 Surgical treatment in practice for patients with transverse colon cancer 박인자(울산의대)

대장항문 P-49 Feasibility of hand-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as compared to open surgery 

on sigmoid colon cancer: case-controlled study 

남상은(건국의대)

대장항문 P-50 Clinical significance of perioperative change of serum carcinoembryonic 

antigen level in patients with colon cancer

유종한(인제의대)

대장항문 P-51 Laparoscopic vs. open colorectal cancer surgery in high risk patients 김영완(연세원주의대)

대장항문 P-52 대장암 복막전이 환자에서 Oxaliplatin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생존율 비교 문소향(계명의대)

대장항문 P-53 Adjuvant chemotherapy after neoadjuvant chemoradiation and curative 

resection for rectal cancer: is it necessary for all patients?

정경욱(성균관의대)

대장항문 P-54 크론병에서 Tristetraprolin (TTP)의 역할 양성수(울산의대)

대장항문 P-55 대장암 간 전이 진단의 검사법 비교 유춘근(건국의대)

대장항문 P-56 결장직장암조직에서 Prostaglandin E2의 발현 김경종(조선의대)

대장항문 P-57 Safety and feasibility of laparoscopic resection of colorectal cancer in elderly 

patients

정덕현(연세의대)

대장항문 P-58 Prognostic value of perineural invasion for colon and rectal cancer 임지용(영남의대)

대장항문 P-59 Single incision laparoscopic colectomy for colorectal cancer: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colectomy 

임상우(전남의대)

대장항문 P-60 Oncologic outcome of anastomotic leakage in rectal cancer surgery: the role 

of fibrin glue

김훈진(전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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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P-61 Risk factors for permanent stoma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강우성(전남의대)

대장항문 P-62 Comparison between transanal and conventional radical surgery in stage I 

rectal cancer

강우성(전남의대)

대장항문 P-63 Prognostic significance of lymphovascular and/or perineural invasion in 

colorectal cancer

허정욱(전남의대)

대장항문 P-64 Initial experience of transanal endoscopic operation for rectal tumor 배성욱(연세의대)

대장항문 P-65 Influence of body mass index on outcome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after 

curative surgery

유병은(고려의대)

대장항문 P-66 Delta anastomosis reduces anastomotic leakage after right colectomy 이동원(고려의대)

대장항문 P-67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cute appendiceal diverticulitis 김광순(을지의대)

유  방

유방 P-01 An idiopathic gigantomastia 조민정(건국의대)

유방 P-02 Impact of CD133 immunoexpression in Breast cancer: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and clinic-pathological correlations

김성집(가톨릭의대)

유방 P-03 유방의 원발성 골육종 증례 김요환(울산의대)

유방 P-04 중심 침 생검에서 발견된 유두상 병변에 관한 분석 조민정(건국의대)

유방 P-05 유방확대술 후 발생한 구형구축의 재발 방지를 위한 AABS의 효과 이상달(엠디병원)

유방 P-06 Breast cancer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a single institution review 곽희용(가톨릭의대)

유방 P-07 Glycogen-rich clear cell carcinoma of breast: a case report 민선영(이화의대)

유방 P-08 Neutropenic colitis associated with chemotherapy in patient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이정희(한양의대)

유방 P-09 유방암 환자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 장애 평가 황의준(서울의대)

유방 P-10 Surgical complications rates of implant-based immediate breast 

reconstruction

방범식(이화의대)

유방 P-11 Metastatic mucinous carcinoma in axilla orginated from male breast cancer 김광용(전남의대)

유방 P-12 Severe acute pancreatitis due to tamoxifen induced hypertriglyceridemia 

with diabetes mellitus

김영애(서울의료원)

유방 P-13 Risk factors of aromatase inhibitor 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박진영(성균관의대)

유방 P-14 Case report - synchronous unilateral double breast cancer 윤철희(이화의대)

유방 P-15 Clinical-pathologic features and long-term outcomes of tubular carcinoma of 

the breast compared with ductal carcinoma in situ

민예진(성균관의대)

유방 P-16 Prognosis of breast cancer according to expression of FoxM1 protein in 

Korean women

우주현(이화의대)

유방 P-17 Breast cancer presenting as axillary mass: six cases report 이미진(계명의대)

유방 P-18 Clinical factors and preoperative image study associated with prediction of 

sentinel lymphnode metastasis

홍아름(계명의대)

유방 P-19 Expression of Claudin-1,3,4,7 in breast cancer: High expression of Claudin-4 

in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김효선(계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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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총론

이식/총론 P-01 A case report of sarcomatoid carcinoma of the small bowel 노승재(건양의대)

이식/총론 P-02 Conservative treatment of spontaneous intramural gastric hematoma caused 

by anticoagulant theraphy

이석윤(원광의대)

이식/총론 P-03 Gastric schwannoma 김상현(경희의대)

이식/총론 P-04 A case of chronic expanding hematoma in retroperitoneal space 정성엽(중앙의대)

이식/총론 P-05 Internal herniation due to omphalomesenteric duct cyst an adult: rare case 

report

이동헌(중앙의대)

이식/총론 P-06 A case report of pneumatosis intestinalis, diagnosis and management 강재현(인제의대)

이식/총론 P-07 Primary choriocarcinoma arising from appendix 박평재(고려의대)

이식/총론 P-08 Kimura disease in retroperitoneum 천성욱(건양의대)

이식/총론 P-09 Rectus abdominis muscle endometriosis: a case report 박태진(경상의대)

이식/총론 P-10 Leiomyoma of the greater omentum: a case report 박태진(경상의대)

이식/총론 P-11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일차성 소장염전 1예 손병훈(한림의대)

이식/총론 P-12 Laparoscopic management of hypertrophic hypersecretory gastropathy with 

protein loss: a case report

변제익(서울의대)

이식/총론 P-13 루-와이 장문합 이후에 발생한 소장염전으로 인한 단장증후군의 영양학적 치료 – 1예 

보고

장재성(서울의료원)

이식/총론 P-14 The benefits and feasibility of early oral nutrition within the first 

postoperative day after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a case control 

study

정  오(전남의대)

임상종양

 임상종양 P-01 Role of robot-assisted distal gastrectomy over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윤홍만(국립암센터)

 임상종양 P-02 Successful experiences of endoscopic intervention for esophagojejunostomy 

anastomotic leakage

윤홍만(국립암센터)

 임상종양 P-03 Large liposarcoma of retroperitoneum: composed with well- and 

de-defferentiation

김태윤(대구가톨릭의대)

 임상종양 P-04 Malignant mixed mesenchymal retroperitoneal tumor 한형준(고려의대)

 임상종양 P-05 Diagnostic value of clinical T staging assessed by endoscopy and S-CT in gas-

tric cancer

김세훈(제주의대)

 임상종양 P-06 위암의 근치적 위전절제술후 공장낭에서의 재발 1례 보고 유종한(인제의대)

 임상종양 P-07 Inflammatory myofibroblastic tumor에 의한 소장 중첩증 – 증례보고 손명원(순천향의대)

 임상종양 P-08 공공병원에서 시행한 위암 수술의 단기 임상결과 박인규(국립중앙의료원)

 임상종양 P-09 Extra-skeletal osteosarcoma of the mesentery Ahnsoo N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임상종양 P-10 Multiple small bowel intussusception due to metastastic malignant melano-

mas A case report

Youn-young Park (Kyunghee 

University)

 임상종양 P-11 Primary splenic angiosarcoma; case report 김태아(한림의대)

 임상종양 P-12 Retroperitoneal leiomyosarcoma with left renal vein thrombosis 정성엽(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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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종양 P-13 천공을 동반한 다발성 전이성 소장 선암 김광순(을지의대)

 임상종양 P-14 Porocarcinoma of palm: an uncommon tumor at an unusual site 손길수(고려의대)

탈장

탈장 P-01 Internal hernia through the pouch of douglas: report of a case  신창식(인제의대)

탈장 P-02 One mesh for two hernias  강상희(고려의대)

혈관

혈관 P-1 정맥류질환에서 냉동치료의 역할 정중기(서울의대)

혈관 P-2 Adventitial cystic disease of external iliac artery 권상휘(대구파티마병원)

혈관 P-3 Anticoagulant-induced intramural hematoma with hemoperitoneum 강현종(건국의대)

혈관 P-4 True aneurysm of the brachial artery due to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권정남(원광의대)

혈관 P-5 Spontaneous SMA branch pseudoaneurysm misdiagnosed as SMV dissection 이두인(한양의대)

혈관 P-6 A case of malignant lymphoma mimicking mycotic aneurysm 박평재(고려의대)

혈관 P-7 Giant cell arteritis diagnosed by 18-FDG PET/CT 박의준(계명의대)

혈관 P-8 복식호흡법 교육의 정맥환류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임한기(중앙의대)

혈관 P-9 스텐트 이식편을 이용한 단독 내장골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정희경(경북의대)

혈관 P-10 복강동맥 상방의 가성대동맥류를 동반한 신장동맥 직하방의 대동맥폐쇄증: 성공적인 

혈관 내 치료

정희경(경북의대)

혈관 P-11 대동맥-편측장골동맥 스텐트 이식편을 이용한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 정희경(경북의대)

혈관 P-12 Harmonic scalpel을 이용한 혈관외과 수술 조진현(경희의대)

혈관 P-13 Successful initial Treatment of mycotic aneurysm using tube type stent graft 

in high risk patient

변승재(원광의대)

혈관 P-14 Feasibility of superficial femoral artery intervention using mobile C-arms com-

pared to fixed C-arms

한언철(서울의대)

혈관 P-15 선별검사를 통한 복부대동맥류, 경동맥죽상경화증, 하지동맥폐색증의 유병률 조사 조진현(경희의대)

혈관 P-16 Delayed rupture of iliac artery after the endovascular treatment of iliac 

occlusion

박종권(인제의대)

혈관 P-17 Clinical manifestation and long-term follow-up result of acute renal 

embolism

윤우성(대구가톨릭의대)

혈관 P-18 만성정맥질환에서 역류를 예측할 수 있는 복재정맥의 직경 분석 조진현(경희의대)

혈관 P-19 Influence of contralateral carotid and/or vertebral artery occlusion in patients 

undergoing carotid

양신석(성균관의대)

혈관 P-20 내장동맥류의 치료성적 양신석(성균관의대)

혈관 P-21 The one year experiences of endovascular procedures as a vascular surgeon 장정환(조선의대)

혈관 P-22 Comparison of follow-up results of above the knee femoro-popliteal bypass 

graftings with reversed saphenous vein grafts and polytetrafluoroethylene 

grafts 

허선희(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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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P-23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graft occlusion following 

above the knee femoro-popliteal bypass graftings between autogenous vein 

and prosthetic grafts 

허선희(성균관의대)

혈관 P-24 인조혈관 투석접근로 혈전성 폐색에 대한 수술적 혈전제거술과 수술 중 동시 시행한 

풍선성형술의 초기결과

유영선(조선의대)

혈관 P-25 유증상 단독 상장간막동맥박리증: 보존적 치료에 따른 임상적 경과 및 방사선학적 

소견

김형기(경북의대)

대한외과중환자연구회

중환자외과, 외상 

P-01

중증 복부 외상 환자에서 혈중 미오글로빈과 크레아틴키나제의 예후 인자로의 

유용성

김호현(전남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2

외상팀 활성화 이후 외상 환자의 진료 경험 분석 김태현(울산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3

Generalized peritonitis due to postcoital vaginal stump disruption 현인근(을지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4

Delayed rupture of traumatic splenic artery pseudoaneurysm 박찬용(전남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5

급성 신손상으로 오인된 복막 외 방광파열 고승제(서울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6

복막 외 직장 파열로 인한 오염된 피하기종 고승제(서울의대)

중환자외과, 외상 

P-07

외상성 복부장기손상 및 골반손상에 의한 혈복강으로 동맥색전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예후인자

이진호(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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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병 주 가톨릭의대 Byung Joo S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 술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선 회 간    사 장 진 영

위    원 김 경 식, 배 재 문, 오 정 탁, 이 상 권, 이 재 복, 전   욱, 정 승 용, 조 성 훈, 조 용 필, 한 세 환, 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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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평의원 명단

강구정 강길호 강성준 강원경 강윤중 강중구 강진국 강한성 강한철 강희준 고병균 고석환

고용복 공상기 곽진호 권국환 권성원 권성준 권오정 권오형 권우형 권태원 김갑태 김갑환

김강성 김경래 김경식 김곤홍 김광태 김광호 김교준 김기호 김기환 김기환 김대연 김도관

김동구 김동의 김동익 김동헌 김명수 김명욱 김명철 김명호 김민찬 김범규 김병석 김병식

김병욱 김병천 김상걸 김상규 김상욱 김상운 김상윤 김상준 김상효 김선필 김선한 김선회

김  성 김성용 김성주 김성철 김성철 김성흔 김세경 김세민 김세중 김송철 김순일 김승남

김승일 김승주 김영덕 김영우 김영욱 김영진 김영철 김영춘 김영하 김영훈 김용귀 김용신

김용일 김용호 김우기 김우영 김욱환 김이수 김익수 김익수 김익용 김인규 김인수 김일동

김일명 김재만 김재천 김재홍 김재황 김정수 김정철 김정한 김제룡 김종근 김종석 김종현

김종훈 김종흥 김주섭 김준기 김준현 김지수 김지연 김지일 김지훈 김지훈 김진승 김진조

김진천 김창남 김창수 김창호 김철남 김철승 김충배 김한선 김해영 김해은 김현만 김현종

김형록 김형철 김형태 김형호 김홍기 김홍룡 김홍주 김홍진 김흥대 김희철 나양원 남궁환

남석진 남영수 남창우 노동영 노성훈 노승무 노우철 노재형 류근원 류동희 류병윤 류성열

류성엽 류승완 목영재 문덕진 문병인 문선미 문인성 문재환 문  철 민병욱 민승기 민연기

민영돈 민현식 박건춘 박경환 박귀원 박규주 박기재 박기호 박동석 박동은 박병우 박상수

박상재 박성길 박성일 박성준 박성태 박성환 박성흠 박세혁 박승만 박승철 박연호 박영규

박영석 박영식 박영진 박용래 박우찬 박우현 박웅채 박원혁 박윤규 박일영 박장상 박재갑

박정수 박조현 박종경 박종권 박종훈 박주섭 박주승 박진수 박진우 박진현 박찬흔 박태훈

박해린 박호용 박호철 박효원 박훤겸 박흥규 박희영 방상일 방호윤 배금석 배병노 배성한

배영태 배옥석 배원길 배재문 배정원 배진선 백남선 백승언 백인욱 백정흠 백홍규 백희규

변상현 변영훈 서경석 서광욱 서기식 서동엽 서병선 서보양 서영진 서윤석 서정민 서준석

설지영 성기영 성무경 소병준 소원영 소의영 손길수 손병호 손석우 손수상 손승국 손창목

손태성 송광재 송국현 송  단 송병주 송선교 송영진 송옥평 송인상 송태진 신동용 신동우

신석환 신연명 신응진 신준호 신학재 심문섭 심민철 안대호 안문상 안세현 안수민 안승익

안영준 안우섭 안중근 안창혁 안철수 양두현 양석진 양정현 양한광 엄준원 오남건 오민구

오상훈 오성태 오세민 오세정 오승택 오재환 오정탁 오창권 왕희정 우제홍 원용성 원종만

유수영 유승진 유영경 유영범 유완식 유용운 유인협 유창식 유항종 유희철 육정환 윤대성

윤동섭 윤상섭 윤성수 윤성현 윤여규 윤영국 윤완희 윤익진 윤정한 윤  진 윤  충 윤효영

이강영 이강홍 이건석 이건영 이건오 이경영 이경포 이광렬 이광만 이광웅 이광찬 이근호

이길연 이남혁 이도상 이동윤 이령아 이명덕 이명수 이문수 이민혁 이봉석 이봉화 이삼열

이상권 이상목 이상수 이상전 이석구 이  성 이성철 이수정 이순영 이순정 이승규 이승도

이승우 이영주 이영준 이영택 이왕준 이용배 이우용 이우정 이운기 이윤식 이은숙 이재복

이정균 이정남 이정안 이정효 이종률 이종명 이종은 이종인 이종현 이종호 이주호 이  준

이준호 이지현 이창현 이  철 이충한 이태석 이태의 이태훈 이해완 이현국 이홍기 이희대

이희봉 임근우 임석원 임재양 임진상 임철완 임태진 임헌명 장명철 장석효 장수일 장용석

장의명 장이찬 장일성 장정환 장진영 장태수 장항석 장혁재 전병무 전성은 전수한 전시열

전용순 전  욱 전장용 전태용 전해명 전호경 정갑중 정구용 정기훈 정  민 정병욱 정봉화

정상설 정상영 정성은 정성후 정승용 정연준 정용식 정용환 정웅윤 정을삼 정인목 정일동

정제빈 정종길 정  준 정준헌 정중기 정진호 정파종 정풍만 정해웅 정호영 제갈영종 조남천

조대현 조동윤 조무식 조백환 조병선 조선호 조성문 조세헌 조영규 조영업 조용걸 조용필

조원현 조장환 조재원 조지웅 조철균 조현민 조홍래 조홍재 지경천 지삼봉 진형민 차성재

차제선 채권묵 채기봉 천성원 최건무 최건필 최경현 최규석 최금자 최대화 최동욱 최동하

최동호 최동환 최병수 최상용 최선근 최성호 최수진나 최순옥 최숭인 최승혜 최승호 최승훈

최영길 최영철 최원준 최윤백 최인석 최재운 최진섭 최창수 최창순 최창식 최홍조 최효성

최흥식 하우송 하종원 한광수 한군택 한덕종 한명식 한상욱 한석주 한세환 한원곤 한원식

한호성 허경열 허  승 허승철 허영수 허윤석 허진석 홍관희 홍기천 홍석준 홍성화 홍순찬

홍승원 홍인규 홍  정 황대용 황  신 황  용 황용희 황윤진 황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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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학회별 임원진 명단

회       장

차 기 회 장

부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총 무  이 사

학 술 이 사

기 획  이 사

편 집  이 사

수 련  이 사

섭 외  이 사

국제협력이사

의료심사이사

홍 보  이 사

재 무  이 사

보 험  이 사

윤 리  이 사

정 보  이 사

개 원 의 이 사

연 구  이 사

무 임 소 이 사

감       사

간       사

소 의 영 (아주의대)

윤 정 한 (전남의대)

이 수 정 (영남의대) 노 만 수 (노만수 외과)

이 영 돈 (가천의대)

박 정 수 (연세의대) 양 정 현 (건국의대) 

윤 여 규 (국립중앙의료원) 강 성 준 (연세원주의대)

홍 석 준 (울산의대) 이 영 돈 (가천의대)

정 종 길 (여수전남병원) 이 광 만 (원광의대)

김 상 효 (인제의대) 정 파 종 (정파종 외과) 

박 해 린 (차의대)

장 항 석 (연세의대)

박 성 환 (대구가톨릭의대)

박 진 우 (충북의대)

김 정 수 (가톨릭의대)

이 재 복 (고려의대)

정 웅 윤 (연세의대)

문 병 인 (이화의대)

정 기 욱 (울산의대)

정 성 후 (전북의대)

박 용 래 (성균관의대)

김 정 훈 (고신의대) 

김 권 천 (조선의대)

임 재 양 (임재양 외과)

김 정 한 (성균관의대) 

남 기 현 (연세의대) 김 이 수 (한림의대)

김 지 수 (성균관의대) 배 금 석 (연세원주의대) 

윤 지 섭 (성균관의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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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단

  회   장 임 태 진 (계명의대)

  제1부회장 김 현 종 (전남의대)

  제2부회장 김 진 승 (성애병원)

  제1감사 김 송 철 (울산의대)

  제2감사 이 길 연 (경희의대)

이사진

  이 사 장 이 우 정 (연세의대)

  학술이사 김 선 한 (고려의대)

  교육이사 류 성 엽 (전남의대)

  법제이사 이 상 목 (경희의대)

  정보이사 윤 동 섭 (연세의대)

  편집이사 김 형 호 (서울의대)

  윤리이사 최 인 석 (건양의대)

  보험이사 권 국 환 (일산병원)

  국제이사 한 호 성 (서울의대)

  홍보이사 허 경 열 (순천향의대)

  기획이사 윤 성 수 (영남의대)

  임상시험이사 김 병 천 (한림의대)

  2015ELSA준비위원회이사 김 기 훈 (울산의대)

  2차병원외과복강경수술연구이사 정 봉 수 (안동병원)

  NOTES연구이사 전 호 경 (성균관의대)

  내시경연구이사 정 승 용 (서울의대)

  로봇수술연구이사 형 우 진 (연세의대)

  단일통로수술연구이사 유 영 경 (가톨릭의대)

  제1총무이사 이 석 환 (경희의대)

  제2총무이사 강 창 무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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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대장항문학회

명  예  회  장 김 광 연 (서울송도병원)

회         장 전 호 경 (성균관의대) 

차  기  회  장 김 종 훈 (전북의대) 

제 1 부 회 장 양 형 규 (양병원)

제 2 부 회 장 김 재 황 (영남의대)

이    사    장 오 승 택 (가톨릭의대) 

감         사 안 병 권 (고신의대), 이 강 영 (연세의대)

총         무 신 응 진 (순천향의대), 이 윤 석 (가톨릭의대) 

기 획 위 원 장 박 규 주 (서울의대)

재 정 위 원 장 임 석 원 (항외과)

의 무 위 원 장 육 의 곤 (대항병원)

학 술 위 원 장 김 광 호 (이화의대)

편 집 위 원 장 황 대 용 (건국의대)

교육수련위원장 서 광 욱 (아주의대)

건강보험위원장 강 중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섭외홍보위원장 유 창 식 (울산의대)

고 시 위 원 장 최 규 석 (경북의대)

국 제 위 원 장 이 우 용 (성균관의대)

정보기술위원장 최 효 성 (국립암센터)

윤 리 위 원 장 이 한 일 (드림병원)

법 제 위 원 장 김 형 록 (전남의대)

출판물제작위원장 윤 서 구 (서울송도병원)

무임소상임이사 문 선 미 (한국원자력의학원)

오 재 환 (국립암센터)

임 청 호 (양병원)

천 성 원 (상쾌한 아침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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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  장 최 윤 백 (울산의대)

부회장 최 승 호 (연세의대)

감  사 이 상 권 (가톨릭의대)

총  무 안 수 민 (한림의대)

학  술 허 윤 석 (인하의대)

편  집 이 주 호 (이화의대)

전  산 류 성 엽 (전남의대)

홍  보 조 민 영 (36.5 위밴드센터)

국  제 허 경 열 (순천향의대)

개원의 이 홍 찬 (이홍찬 외과)

재  무 이 혁 준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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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외과학회

회      장 최 금 자 (이화의대)

차기 회장(이사) 이 석 구 (성균관의대)

직전 회장(이사) 최 순 옥 (계명의대)

총     무(이사) 한 석 주 (연세의대)

학술위원장(이사) 정 상 영 (전남의대)

편집위원장(이사) 홍    정 (아주의대)

심사위원장(이사) 김 성 철 (울산의대)

보험위원장(이사) 서 정 민 (성균관의대)

이     사 설 지 영 (충남의대)

이 남 혁 (영남의대)

이 종 인 (관동의대)

안 수 민 (한림의대)

정 연 준 (전북의대)

최 승 훈 (연세의대)

감     사 김 대 연 (울산의대)

정 성 은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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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감염연구회

회    장 강 중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총    무 이 길 연 (경희의대)

부 총 무 부 윤 정 (고려의대)

운영위원 임 태 진 (계명의대)

이 우 용 (성균관의대)

김 민 찬 (동아의대)

오 성 진 (인제의대)

윤 상 섭 (가톨릭의대)

홍 석 경 (울산의대)

김 경 식 (연세의대)

조 재 영 (서울의대)

이 광 웅 (서울의대)

박 치 민 (성균관의대)

박 도 중 (서울의대)

박 지 원 (국립암센터)

이 재 길 (연세의대)

안 근 수 (계명의대)

허    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자문위원 최 희 정 (이화의대)

정 영 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규 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 영 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 기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흉부외과)

임 수 재 (순천향의대 정형외과)

이 기 택 (인제의대)

양 진 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술팀장)

윤 지 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수술실)

백 미 경 (신촌세브란스병원 상처전문간호사)

박 은 숙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용 동 훈 (연세의대)



84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외과교육연구회

회  장 김 선 회 (서울의대)

위  원 김 현 영 (서울의대)

노 혜 린 (인제의대)

정 철 운 (차의대)

이 남 준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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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자    문 김 인 호 (대구가톨릭의대) 

회 장 전 해 명 (가톨릭의대)

부 회 장 한 호 성 (서울의대)  

기획이사 배 재 문 (성균관의대)

학술이사 박 영 규 (전남의대) 

 편집이사 이 문 수 (순천향의대)

재무이사 김 경 식 (연세의대)

대외협력부회장 박 광 민 (울산의대)

보험이사 권 국 환 (일산병원)

정보이사 한 명 식 (울산의대)

Guide line, 임상시험위원회 이 혁 준 (서울의대)

교과서편찬 류 승 완 (계명의대)

감 사 정 병 욱 (동국의대)

최 재 운 (충북의대)

무 임 소 이 상 목 (경희의대)

박 성 흠 (고려의대)

설 지 영 (충남의대)

이 윤 식 (침례병원)

총    무 이 인 규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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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중환자연구회

회     장 이 태 의 (건국의대)

학술위원장 홍 석 경 (울산의대)

재무위원장 이 재 길 (연세의대)

편집위원장 박 치 민 (성균관의대)

정보위원장 김 정 철 (전남의대)

총     무 경 규 혁 (인제의대)

감     사 변 창 규 (국립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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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

회         장 유 완 식 (경북의대)

제 1  부 회 장 양 두 현 (전북의대)

제 2 부 회 장 박 종 재 (고려의대)

자  문  위  원 손 수 상 (계명의대)

 조 용 관 (아주의대)

 이 종 인 (원자력병원)

 노 성 훈 (연세의대)

김 동 헌 (부산의대)

이    사   장 목 영 재 (고려의대)

감         사 권 성 준 (한양의대)

 최 석 렬 (동아의대)

기 획 위 원 회 박 조 현 (가톨릭의대)

학 술 위 원 회 배 재 문 (성균관의대)

편 집 위 원 회 한 상 욱 (아주의대)

총 무 위 원 회 이 문 수 (순천향의대)

재 무 위 원 회 양 두 현 (전북의대)

홍 보 위 원 회 민 영 돈 (조선의대)

보 험 위 원 회 김 용 일 (이화의대)

정보전산위원회 김 형 호 (서울의대)

국 제 위 원 회 양 한 광 (서울의대)

고시수련위원회 육 정 환 (울산의대)

윤 리 위 원 회 김 재 규 (중앙의대)

연 구 위 원 회 김 열 홍 (고려의대)

의료심사위원회 최 승 호 (연세의대)

총         무 조 규 석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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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종양학회

회         장 이 봉 화 (한림의대)  

차  기  회 장 전 해 명 (가톨릭의대)  

부    회   장 박 조 현 (가톨릭의대)

전 호 경 (성균관의대)

최 동 욱 (성균관의대)

노 동 영 (서울의대)

이    사   장 김 남 규 (연세의대) 

총         무 백 정 흠 (가천의대)  

감         사 김 흥 대 (성균관의대)  

조 영 업 (인하의대)  

학 술 위 원 회 유 창 식 (울산의대)

편 집 위 원 회 백 무 준 (순천향의대)

재 무 위 원 회 송 병 주 (가톨릭의대)  

교육수련위원회 엄 준 원 (고려의대)

건강보험위원회 강 중 구 (일산병원)  

홍 보 위 원 회 김 형 철 (순천향의대)

정책기획위원회 육 정 환 (울산의대)

법 제 위 원 회 김 경 식 (연세의대)  

국 제 위 원 회 이 우 용 (성균관의대)

간 행 위 원 회 유 항 종 (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위원회 김 이 수 (한림의대)  

다학제위원회 김 영 우 (국립암센터)

고 시 위 원 회 한 세 환 (인제의대)

무    임   소 김 광 호 (이화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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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탈장학회

회  장 정    민 (가천의대)

총무 & 재무위원장 이 태 석 (서울복음병원)

감  사 양 대 현 (한림의대)

보험위원장 윤 호 근 (서울보훈병원)  

학술위원장 허 경 열 (순천향의대) 

정보편집위원장 박 진 우 (충북의대)

국제위원장 조 해 창 (대구파티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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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관외과학회

고    문     이 용 각, 최 창 식 

자    문     박 기 일, 곽 진 영, 황 정 웅, 고 용 복, 권 굉 보, 이 병 붕, 배 진 선, 김 건 언, 

김 신 곤, 김 승 남, 김 상 준, 박 장 상, 서 보 양, 조 원 현

회    장     박 호 철

부 회 장    김 영 욱, 김 현 철

이 사 장    권 태 원

총    무   조 용 필, 민 승 기

상임이사  김 동 익, 김 형 태, 박 기 혁, 박 종 권, 소 병 준, 윤 상 섭, 이 태 승, 장 이 찬, 허   승

이    사 권 오 정, 권 우 형, 김 도 균, 김 용 신, 김 지 일, 박 관 태, 박 상 준, 안 문 상, 유 창 현, 유 희 철

윤 익 진, 이 삼 열, 장 정 환, 정 상 영, 정 인 목, 정 중 기, 조 진 현, 최수진나, 홍 기 천

감    사     김 도 균, 김 지 일

재    무  권 태 원

기    획   이 태 승

학    술   김 동 익

편    집  소 병 준

홍보정보  장 이 찬

교육수련  박 기 혁

보    험   윤 상 섭

의료심사   김 형 태

국    제   박 종 권

고    시 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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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

회      장 문 재 환 (한일병원)

부  회  장 김 동 철 (건양의대)

고      문 성 기 호 (전 한일병원) 이 윤 호 (서울의대 성형외과)

윤 여 규 (서울의대) 김 현 철 (국군수도병원)

이    근 (가천의대) 나 동 균 (연세의대 성형외과)

이  사  장 장 영 철 (한림의대 성형외과)

감      사 김 현 철 (국군수도병원) 이 원 재 (연세의대 성형외과)

총     무 고 장 휴 (한림의대 성형외과)

기     획 양 혁 준 (가천의대 응급의학과)

학     술 이 중 의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편     집 윤 천 재 (베스티안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보     험 이 동 락 (한일병원 성형외과)

국제 협력 김 동 철 (건양의대)

홍     보 왕 순 주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섭     외 김 정 헌 (차의대 성형외과)

재     무 정 철 수 (부산하나병원)

법     제 표 창 해 (한일병원 응급의학과)

정보 통신 이 종 욱 (한림의대 성형외과)

개원의분과 김 상 규 (푸른병원)

간     호 이 경 숙 (한림의대 간호과)



92
2012년 제64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   장 최 동 욱 (성균관의대)

차기회장 왕 희 정 (아주의대)

기획이사 김 경 식 (연세의대)

학술이사 서 경 석 (서울의대)

편집이사 황    신 (울산의대)

재무이사 김 기 훈 (울산의대)

법제이사 황 윤 진 (경북의대)

교육이사 박 일 영 (가톨릭의대)

보험이사 권 국 환 (일산병원)

섭외이사 박 상 재 (국립암센터)

정보이사 유 희 철 (전북의대)

감   사 강 구 정 (계명의대) 장 진 영 (서울의대)

총   무 허 진 석 (성균관의대)

세부전문의추진위원회 박 훤 겸 (한양의대)

진료지침수립위원회 김 경 식 (연세의대)

용어제정위원회 김 형 철 (순천향의대)

암등록사업위원회 박 상 재 (국립암센터)

자문위원 권 굉 보 (계명의대) 김 병 로 (연세의대 명예교수)

김 수 태 (서울의대 명예교수) 김 홍 용 (동국의대)

김 홍 진 (영남의대) 노 병 선 (연세의대 명예교수)

민 병 철 (울산의대 명예교수) 박 용 현 (서울의대 명예교수)

이 건 욱 (서울의대) 이 광 수 (한양의대)

이 승 규 (울산의대) 이 혁 상 (인제의대)

홍 성 화 (경희의대) 김 선 회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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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

회    장 조 세 헌 (동아의대)

이 사 장  박 찬 흔 (성균관의대)

부 회 장 정 성 후 (전북의대)

박 성 환 (대구가톨릭의대)

한 세 환 (인제의대)

감    사 배 영 태 (부산의대)

임 재 양 (대구임재양외과)

총무이사 송 병 주 (가톨릭의대)

학술이사 박 병 우 (연세의대)

기획이사 김 성 용 (순천향의대)

국제이사 김 권 천 (조선의대)

의료심사이사 손 병 호 (울산의대)

술기이사 남 석 진 (성균관의대)

법제이사 문 병 인 (이대의대)

홍보이사 박 용 래 (성균관의대)

재무이사 윤 대 성 (건양의대)

보험이사 임 철 완 (순천향의대)

대외협력이사 박 호 용 (경북의대)

윤리이사 김 정 수 (가톨릭의대)

교육이사 김 승 일 (연세의대)

편집이사 오 세 정 (가톨릭의대)

통계이사 강 성 수 (관동의대)

정보이사 조 영 업 (인하의대)

개원의이사 함 희 원 (한유외과)

특별이사 금 기 창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정 우 희 (연세의대 병리과)

임 영 혁 (성균관의대 혈액종양내과)

김 성 배 (울산의대 종양내과)

김 태 현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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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고안위원장 노 우 철 (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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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간호위원장 김    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    사 정    준 (연세의대)

정 용 식 (아주의대)

우 상 욱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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