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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회장 강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2:00∼12: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Moderator: 한원곤 (대한외과학회 차기회장/성균관의대)
젊은 외과의사를 위한“연구자로서의  외과의사”

(Research Surgeon) 이민혁 (대한외과학회 회장/순천향의대) / 90

미래 외과의를 위한 강좌 (학생 프로그램)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09:00∼12:0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 [101호]

좌장: 이우정 (연세의대), 이광웅 (서울의대)

09:00∼09:20 첨단 외과의 로봇수술, 여러 가지 수술기구, 복강경 수술 이우정 (연세의대)

09:20∼09:40 외과의사의 의료봉사 허  준 (한림의대)

09:40∼10:00 Break

10:00∼10:40 드라마 속의 외과의사 김형철 (순천향의대)

10:40∼11:00 Break

좌장: 이웅희 (서울내과외과), 윤명희 (고신의대)

11:00∼11:20 개원가의 외과의사 김종민 (민병원)

11:20∼11:40 여자 외과의사 윤명희 (고신의대)

11:40∼12:00 외과 전공의의 삶 김지예 전공의 (연세의대)



15

주요 프로그램

간호사 프로그램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3:30∼17:40

장소: 그랜드볼룸 I [101호]

13:30∼15:30 Session 1. 외과 수술 후 흔히 만나는 합병증과 치료

 좌장: 이상목 (경희의대), 이문수 (순천향의대)

13:30∼14:00 문합부 누출, 복강내 출혈 이준현 (가톨릭의대)

14:00∼14:30 장루 합병증 김형진 (가톨릭의대)

14:30∼15:00 수술 후 장유착 및 장폐색 유문원 (울산의대)

15:00∼15:30 상처 감염, 욕창 허  준 (한림의대)

15:30∼15:40 Break

15:40∼17:40 Session 2. 외과 영역에서의 최소침습 수술

좌장: 육정환 (울산의대), 손태성 (성균관의대)

15:40∼16:10 복강경 수술 이상일 (충남의대)

16:10∼16:40 로봇 수술 김형일 (연세의대)

16:40∼17:10 단일공 복강경 수술 류성엽 (전남의대)

17:10∼17:40 NOTES 박선진 (경희의대)

기획 프로그램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3:30∼16:3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 [102호]

Theme: 외과의사의 사회 기여

좌장: 정상설 (대한외과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13:30∼14:00 1. 외과의사 사회기여에 대한 제언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92

14:00∼14:30 2. 외과술기훈련센터 활동 이우용 (성균관의대) / 92

14:30∼15:00 3. 대형 재난 발생시 외과의사의 역할 김남렬 (고려의대) / 93

15:00∼15:30 4. 국내 신의료기술 평가의 미래 엄영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101

15:30∼16:00 5. 아프리카(말라위) 의사 초청 강연

"HIV EXPOSURE AND PREVENTION - SURGEONS PERSPECTIVE"

DR. Carlos Gomes Varela (Kamuzu Central Hosp., Malawi)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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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Luncheon Symposium 1 (Sponsored by Covidien)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2:30∼13: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박영규 (전남의대)

Experience of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System in Laparoscopic Gastric Cancer Surgery

김영우 (국립암센터)

Luncheon Symposium 2 (Sponsored by Pfizer Korea)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2:30∼13: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Nutritional Issues after Surgery 공성호 (서울의대)

Luncheon Symposium 3 (Sponsored by Olympus Korea)

일시: 2013년 11월 23일(토) 12:30∼13:30

장소: 그랜드볼룸 II [103호]

좌장: 김광호 (이화의대)

New Synergistic Energy Device; THUNDERBEAT Experience 이길연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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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Abstract Page: 112∼142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The Korean Association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Program
Date: November 22(Fri) 08:20∼18:00, 2013

Venue: Grand Ballroom III [Room 104, 105], COEX

[Room 104]

08:20∼09:20 Panel 1. HCC Treatment; The Art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Chairmen: Jae-Won Joh (Sungkyunkwan Univ.), Yoonjin Hwang (Kyungpook Univ.)

1. Early HCC; What is the best treatment option for BCLC stage A?

08:20∼08:30 1) Evidence Gi-Hong Choi (Yonsei Univ.) / 112

08:30∼08:50 2) Practice Dong-Shik Lee (Yeungnam Univ.) / 115
Soo Young Park (Kyungpook National Univ., Gastroenterology) / 115

Jin-Woong Kim (Cheonam National Univ., Radiology) / 117

2. Advanced HCC; How to approach HCC with portal vein invasion, 

  with preserved liver function?

08:50∼09:00 1) Evidence Dong-Sik Kim (Korea Univ.) / 118

09:00∼09:20 2) Practice Kwang-Sik Chun (Chungnam National Univ.) / 119
Kang Mo Kim (Univ. of Ulsan, Gastroenterology) / 119
Hyo-Cheol Kim (Seoul National Univ., Radiology) / 119

09:20∼10:20 Oral Presentation 2

Chairmen: Baik Hwan Cho (Chonbuk Univ), Koo Jeong Kang (Keimyung Univ.)

간담췌 O-II-1 Influence of resection margin on clinical outcomes in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Jung-Woo Lee (Univ. of Ulsan) / 349

간담췌 O-II-2 Volumetric analysis and ICG R15 as predictor of posthepatectomy 
liver function Hee Joon Kim (Chonnam National Univ.) / 349

간담췌 O-II-3 Preoperative prognostic factors can predictive tumor recurrence and 
survival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Jae Hyun Han (The Catholic Univ. of Korea) / 350

간담췌 O-II-4 Survival Outcomes after hepatic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comparison of therapeutic modalities for recurr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single center experience for 10 years

Yang Seok Koh (Chonnam National Univ.) / 351

간담췌 O-II-5 Prognosis of the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onoma with bile duct invasion
Ye-Rang Jang (Seoul National Univ.)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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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10:20∼10:40 Break

[Room 105]

08:20∼09:20 Oral Presentation 1 Chairmen: Kuk Hwan Kwon (Il-san Hosp.),
Seong Ho Choi (Sungkyunkwan Univ.)

간담췌 O-I-1 Perineural invasion and lymphovascular invasion in distal cholangiocarcinoma;
Are they uncontrollable prognostic factors with surgery?

Hee Joon Kim (Chonnam National Univ.) / 349

간담췌 O-I-2 Anterior transection approach for left hepatectomy in patients with 
perihilar cholangiocarcinoma Shin Hwang (Univ. of Ulsan) / 349

간담췌 O-I-3 Impact of preooperative ERCP o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Keun Soo Ahn (Keimyung Univ.) / 347

간담췌 O-I-4 Transduodenal ampullectomy versus pancreatoduodenectomy in 
the patients with carcinoma in aitu or T1 ampulla of vater cancer

Huisong Lee (Sungkyunkwan Univ.) / 347

간담췌 O-I-5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diagnosis of 
T3 gallbladder cancer Sae Byeol Choi (Korea Univ.) / 348

09:20∼10:20 Panel 2. Current Evidence and Practice in Pancreatic Surgery

Chairmen: Dong Sup Yoon (Yonsei Univ.), Jin-Seok Heo (Sungkyunkwan Univ.)

1. Extent of resection in distal pancreatectomy for pancreatic body cancer:

Special reference to LN dissection and retroperitoneal margin

09:20∼09:30 1) Evidence Jun Chul Chung (Soonchunhyang Univ.) / 119

09:30∼09:50 2) Practice: Panel discussion Sang Geol Kim (Kyungpook National Univ.) / 122
Dong Sup Yoon (Yonsei Univ.) / 122

Seong Ho Choi (Sungkyunkwan Univ.) / 122

2. Surgical drain after pancreatectomy

09:50∼10:00 1) Evidence Ji Hun Kim (Ajou Univ.) / 122

10:00∼10:20 2) Practice: Panel discussion Hee-Chul Yu (Chonbuk Univ.) / 124
In-Sang Song (Chungnam National Univ.) / 124

Sung Su Yun (Yeungnam Univ.) / 124

10:20∼10:4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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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Room 104, 105]

10:40∼11:30 Plenary Session (Best Oral Presentation)

Chairmen: Sun-Whe Kim (Seoul National Univ.), Woo Jung Lee (Yonsei Univ.)

간담췌 PL-1 The duodenum is not a small intestine: A validation of AJCC cancer 
staging system on duodenal cancer based on combined results 
from two centers Wooil Kwon (Seoul National Univ.) / 360

간담췌 PL-2 Long-term survivors after pancreatectomy in pancreatic cancer
Sung Hwan Lee (Yonsei Univ.) / 360

간담췌 PL-3 Analysis of survival and recurrence patterns after curative resection in 
T2 gallbladder cancer according to the tumor location
(liver side vs serosa side) Woohyun Jung (Seoul National Univ.) / 361

간담췌 PL-4 Recent advancements and perspectives of donor operation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Single-center experience of 
886 patients in 13 years Suk-Won Suh (Seoul National Univ.) / 362

간담췌 PL-5 Surgical outcome of HCC greater than 10 cm: single-center experience 
of 471 cases Shin Hwang (Univ. of Ulsan) / 362

간담췌 PL-6 Impact of hepatic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vading 

the hepatic vein Yong Keun Park (Ajou Univ.) / 363

11:30∼12:00 Special Lecture 1 Chairmen: Dong Wook Choi (Sungkyunkwan Univ.)

Updates of autoimmune pancreatitis
Myung-Hwan Kim (Univ. of Ulsan, Internal Medicine) / 124

12:00∼12:30 Special Lecture 2 Chairmen: Hee-Jung Wang (Ajou Univ.)

Quantitative evaluation of segmental liver reserve with use of gadoxetate 
disodium-enhanced MR imaging

Akira Yamada (Dept. of Radiology, Shinshu Univ., Japan) / 126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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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Room 104]

13:30∼14:30 Oral Presentation 3

Chairmen: Yang Won Nah (Univ. of Ulsan), Joo Seop Kim (Hallym Univ.)

간담췌 O-III-1 Conversion to entecavir monotherapy from combination therapy with 
hepatitis B immunoglobulin for hepatitis B prophylaxis in long term 
survivor after liver transplantation: Prospective single center trial

Jeong-Moo Lee (Seoul National Univ.) / 352

간담췌 O-III-2 What is the best combination of immunosuppressants for
hepatocelluar carcinoma? Kwang-Woong Lee (Seoul National Univ.) / 353

간담췌 O-III-3 Does perioperative chemotherapy prolong survival of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liver metastasis? Dong-Sik Kim (Korea Univ.) / 354

간담췌 O-III-4 A comparing of simultaneous versus staged major liver re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liver metastases Young Ki Kim (Seoul National Univ.) / 354

간담췌 O-III-5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for early cancer recur or death within 1 year 
after liver resection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liver metastasis

Sung Won Jung (Korea Univ.) / 354

14:20∼15:20 Symposium 2. (Technical Review) Liver Transplantation

Chairmen: Kyung-Suk Suh (Seoul National Univ.), Dong Goo Kim (Univ. of Ulsan)

1. In Adult right liver LDLT

1) To do or not to do procure MHV considering donor and recipient safety

Chong Woo Chu (Pusan National Univ.) / 127

2) Art in bench surgery for HV reconstruction Dong Jin Joo (Yonsei Univ.) / 127

3) Effective reconstruction of various HVs Bong-Wan Kim (Ajou Univ.) / 128

2. In Spilt LT; technical tips for best  outcome of both adult and 

  pediatric recipients

1) Bile duct division Tae-Yong Ha (Univ. of Ulsan) / 129

2) Artery division Nam-Joon Yi (Seoul National Univ.) / 129

15:20∼15:4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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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15:40∼16:40 Post Presentation 1 Chairmen: In-Seok Choi (Konyang Univ.),
Hyeon Kook Lee (Ewha Womans Univ.)

간담췌 PP-I-1 The first case of ABO incompatible liver transplantation in 
local transplant center: Case report Byung Gon Na (Chosun Univ.) / 366

간담췌 PP-I-2 Successful resuscitation of 30-minutes’ cardiac arrest during 
liver transplantation Yang Won Nah (Univ. of Ulsan) / 366

간담췌 PP-I-3 Initial experience of liver transplantation in PNUYH
Kwangho Yang (Pusan National Univ.) / 367

간담췌 PP-I-4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 were given a careful consideration to LDLT
Nuri Lee (Sungkyunkwan Univ.) / 368

간담췌 PP-I-5 A new liver autotransplantation after In-Situ graft hepatectomy for 
huge hepatocellular carcinoma involving IVC

Tae Yoon Kim (Daegu Catholic Univ.) / 368

간담췌 PP-I-6 Protective effect of SPA 0355, a thiourea analogue, on post-ischemic 
liver injury in mice by inhibition of NF-κB activation

Jae Do Yang (Chonbuk National Univ.) / 369

15:40∼16:40 Post Presentation 2

Chairmen: Jinsub Choi (Yonsei Univ.), Hee-Chul Yu (Chonbuk Univ.)

간담췌 PP-II-1 A long term survival case of hepatic metastasis of thymoma
Junho Sohn (Daegu Fatima Hosp.) / 369

간담췌 PP-II-2 Signet ring cell carcinoma of the ampulla of vater: A case report
Sunchul Yeom (Eulji Univ.) / 370

간담췌 PP-II-3 Primary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of the liver
Haeil Jung (Soonchunhyang Univ.) / 371

간담췌 PP-II-4 Middle hepatic vein reconstruction by using parietal peritoneum during
hepatectomy for recurred HCC Sam-Youl Yoon (Korea Univ.) / 372

간담췌 PP-II-5 1 case of ALPPS for initially unresectable multiple and bilobar synchronous
colorectal liver metastases In-Sang Song (Chungnam National Univ.) / 372

간담췌 PP-II-6 Meaning of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Sung Hoon Kim (Yonsei Univ. Wonju)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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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16:40∼17:30 Symposium 3 (Video, How I do it?)

Unusual hepatectomy

Chairman: Dong Lak Choi (Daegu Catholic Univ.), Young Kyoung You (Catholic Univ.)

1. Hot to get the onclogic and patient safety in central hepatectomy for
  the huge HCC Koo Jeong Kang (Keimyung Univ.) / 131

2. Totally laparoscopic living donor right hepatectomy
Choon Hyuck Kwon (Sungkyunkwan Univ.) / 132

3. Laparoscopic anatomic right anterior sectionectomy of liver using a hanging
  maneuver and glissonian approach In-Seok Choi (Konyang Univ.) / 132

4. No touch isolation technique in huge adrenal tumor with IVC thrombi
Kwang-Woong Lee (Seoul National Univ.) / 133

17:30∼18:00 Closing and Awards [Room 104]

[Room 105]

13:30∼14:30 Symposium 1 (Debate): Take it Out or Not

Chairmen: Il-Young Park (Catholic Univ.), Sung Su Yun (Yeungnam Univ.)

1. Pancreatic cancer with isolated PV/SMV invasion

1) con Chang Moo Kang (Yonsei Univ.) / 134

2) pro Song-Cheol Kim (Univ. of Ulsan) / 135

2. Small neuroendocrine tumor of the pancreas

1) con Jin-Hyeok Hwang (Seoul National Univ., Gastroenterology) / 135

2) pro Chi Young Jeong (Gyeongsang National Univ.) / 137

14:30∼15:20 Oral Presentation 4

Chairmen: Hwon Kyum Park (Hanyang Univ.), Chol-Kyoon Cho (Chonnam Univ.)

간담췌 O-IV-1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the mesh after pancreaticojejunostomy: Does 
mesh prevent pancreatic fistula? Ye Rim Chang (Seoul National Univ.) / 356

간담췌 O-IV-2 Division of the surgeon’s workloads in pancreaticoduodenectomy
Dong Hun Kim (Sungkyunkwan Univ.) / 356

간담췌 O-IV-3 Clinical implication of CEA and CA19-9 for the prediction of malignancy 
i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of pancreas

Jae Ri Kim (Seoul National Univ.) / 357

간담췌 O-IV-4 Comparison of postoperative fatty changes of liver after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distal pancreatectomy, and bile duct resection

Dae-Gwang Yoo (Univ. of Ulsan)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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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간담췌 O-IV-5 R1 pancreaticoduodenectomy followed by immediate postoperative adjuvant
treatment competes with margin-negative resection in 
pancreatic head cancer Sung Hwan Lee (Yonsei Univ.) / 359

15:20∼15:40 Break

15:40∼16:40 Post Presentation 3 Chairmen: Sang Geol Kim (Kyungpook National Univ.),
Kwon Mook Chae (Wonkwang Univ.)

간담췌 PP-III-1 Intrahepatic cholagiocarcinoma: A Single-institution Twelve-Year 
experience with 144 cases Jin-Ho Lee (Yonsei Univ.) / 373

간담췌 PP-III-2 Bile duct resection instead of pancreatoduodenectomy, in selected patients 
with proximal - to -mid common bile duct cancer

Domg-Joo Lee (Univ. of Ulsan) / 374

간담췌 PP-III-3 Preoperative C-reactive protein as a prognostic factor for recurrence 
after surgical resection of biliary tract cancer

Yoon-Hwan Nam (Kyung-hee Univ.) / 374

간담췌 PP-III-4 10-Year experience of surgical resection with ampulla of vater malignancy 
in a single institution: Surgical and oncologic results

Myung-Jae Jung (Yonsei Univ.) / 375

간담췌 PP-III-5 Surgical outcome and prognostic factors in patients with 
primary gallbladder carcinoma Eun Kyung Hong (Gachon Univ.) / 375

간담췌 PP-III-6 Cluster hepaticojejunostomy is a useful technique enabling secure 
reconstruction of severely damaged hilar bile ducts

Wan-Jun Kim (Univ. of Ulsan) / 376

15:40∼16:40 Post Presentation 4 Chairmen: Sang Mok Lee (Kyung-hee Univ.),
Sang-Jae Park (National Cancer Center)

간담췌 PP-IV-1 Enucleation of pancreatic neoplasms Ki Byung Song (Univ. of Ulsan) / 376

간담췌 PP-IV-2 Pancreaticogastrostomy through an anterior gastrotomy in
pancreaticoduodenectomy Jae Woo Park (The Catholic Univ. of Korea) / 377

간담췌 PP-IV-3 Intraoperative management of blood flow to the liver and stomach 
during distal pancreatectomy with en-bloc celiac axis resection for 
pancreas cancer Byeong Ju Kang (Univ. of Ulsan) / 378

간담췌 PP-IV-4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and splenectomy in patient with
pancreatico-pleural fistula after ruptured pancreatic pseudocyst

Seong Uk Cheon (Konyang Univ.) / 379

간담췌 PP-IV-5 A case of pancreatic cancer diagnosed as a recurrence of IPMN 
following surgical resection Sae Byeol Choi (Korea Univ.) / 379

간담췌 PP-IV-6 Completion Total pancreatectomy for isolated local recurrence in the 
remnant pancreas 11 years after pancreatoduodenectomy for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Yang Won Nah (Univ. of Ulsan)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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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16:40∼17:30 Symposium 4 (Video, How I do it?)

Efforts to obtain more safety margin during surgery for Klatskin tumor

Chairmen: Ho-Seong Han (Seoul National Univ.),
Seong Hwan Kim (Chosun Univ.)

1. Conventional resection Dae Wook Hwang (Seoul National Univ.) / 140

2. Extended resection Sang-Jae Park (National Cancer Center) / 141

3. Limited resection Shin Hwang (Univ. of Ulsan) / 141

17:30∼18:00 Closing and Awards [Room 104]

Poster 전시

Liver
간담췌 P-01 Clinicopathologic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liver regeneration after right hepatectomy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Jeong Su Nam (Univ. of Ulsan) / 384

간담췌 P-02 Survival analysis of resection of metachronous adrenal metastasis after HCC resection:
Single-institution experience of 19 cases Shin Hwang (Univ. of Ulsan) / 384

간담췌 P-03 Surgical outcomes of patients with spontaneous ruptured HCC
Jong Hee Yoon (Univ. of Ulsan) / 385

간담췌 P-04 Surgical outcome of intraoperative radiofrequency abla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Dai Hoon Han (Yonsei Univ.) / 386

간담췌 P-05 Evaluation of diabetes and other clinicopathologic factors' influence on the 
outcome of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undergoing hepatic resection

Choi Kui Sun (Korea Univ.) / 386

간담췌 P-06 Long-term survival analysis of liver transplant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bile duct tumor thrombus Yo-Han Park (Univ. of Ulsan) / 387

간담췌 P-07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umor markers in 
viral hepatitis B and C patients undergoing liver transplantation and resection

Hyung-Woo Park (Univ. of Ulsan) / 388

간담췌 P-08 Role of 1-month protocol transarterial chemoinfusion to detect intrahepatic 
metastasis after resection large hepatocellular carcinoma greater than 10 cm

Young-In Yoon (Univ. of Ulsan) / 388

간담췌 P-09 Double primary hepatic cancer (Sarcomatoid carcinoma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Sangill Lee (Chosun Univ.) / 389

간담췌 P-10 A case of ruptured Undifferentiated embryonal sarcoma of the 
liver in a child Hee Joon Kim (Chonnam National Univ.) / 389

간담췌 P-11 Two-stage hepatectomy using various interventions in the portal vein for patients 
with multiple and bilobar colorectal liver metastases Gi Hong Choi (Yonsei Univ.) / 390

간담췌 P-12 Laparoscopic treatment of hepatic cysts located in the posterosuperior segments of 
the liver Doo-Ho Lee (Seoul National Univ.)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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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간담췌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간담췌 P-13 Laparoscopic left hepatectomy in patient with prior distal gastrectomy and 
radical lymph node dissection Yong Yeun Park (Daegu Catholic Univ.) / 391

간담췌 P-14 How to treat liver metastases from breast cancer in surgical aspect
Jung-Woo Lee (Univ. of Ulsan) / 392

간담췌 P-15 Primary hepatic leiomyoma arising in healthy patient: A case report
Choong Young Kim (Chonnam National Univ.) / 392

간담췌 P-16 Clinical outcome of internal stent for biliary anastomosis in liver transplantation
Sung Won Jung (Korea Univ.) / 393

간담췌 P-17 Effect of Hepatitis B core antibody positive graft on adult liver transplantation
Jae Hyun Han (The Catholic Univ. of Korea) / 393

간담췌 P-18 Effects of pretransplant locoregional treatments in HCC patients on overall survival
and disease free survival afte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Gun Hyung Na (The Catholic Univ. of Korea) / 394

간담췌 P-19 Preliminary metabolome study to predict acute rejec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Young-Hwan Kim (Univ. of Ulsan) / 395

간담췌 P-20 Severity of fatigu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complication Jeong-Moo Lee (Seoul National Univ.) / 396

간담췌 P-21 Comparision of pati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different incision methods for donor hepatectomy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Suk-Won Suh (Seoul National Univ.) / 396

간담췌 P-22 Long-term outcome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or patients with 
alcoholic liver disease Sung-Hwa Kang (Univ. of Ulsan) / 397

간담췌 P-23 Role of external biliary drainage in living-donor liver transplantation using 
duct-to-duct anastomosis Bo-Hyun Jung (Univ. of Ulsan) / 397

간담췌 P-24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recurrenc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Youngmok Park (Pusan National Univ.) / 398

간담췌 P-25 The fate of the remnant segment 4 according to its arterial origin after living 
donor left lateral sectionectomy Young Rok Choi (Seoul National Univ.) / 399

간담췌 P-26 High alpha-fetoprotein level as the sole predictor of tumor recurrence and 
survival after liver transplantation for patients with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Yong Keun Park (Ajou Univ.) / 399

간담췌 P-27 Unexplicable outcome of early appereance of de novo HCC in the 
allograft after DDLT Benjamin Navarro (Seoul National Univ.) / 400

간담췌 P-28 Hepatic failure due to subcapsular hematoma resulting from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Youngmok Park (Pusan National Univ.) / 400

간담췌 P-29 Do we need for a more standardized definition of bile leakage after hepatectomy?:
A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Young-Dong Yu (Korea Univ.) / 401

간담췌 P-30 Small remnant liver volume case experience after major liver resection
Jung-Woo Lee (Univ. of Ulsan) / 402

간담췌 P-31 Laparoscopic anatomic monosegmentectomy 8 using a intrahepatic 
glissonian approach Ju Ik Moon (Konyang Univ.) / 403

간담췌 P-32 Laparoscopic Pringle maneuver with endovascular clamp and expandable trocar
Keun Soo Ahn (Keimyung Univ.) / 403

간담췌 P-33 A case of liver abscess caused by a lost appendicolith, successfully treated by
laparoscopic approach Sae Byeol Choi (Korea Univ.)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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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췌 P-34 Role of preoperative left portal vein embolization for left hemihepatectomy in
hepatobliary malignancy patients with high operative risk

Min-Ho Shin (Univ. of Ulsan) / 404

Biliary-Pancreatic
간담췌 P-35 Surgical outcome of hilar cholangiocarcinoma with Bismuth type III or IV: 

the meaning of neoadjuvant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Dai Hoon Han (Yonsei Univ.) / 405

간담췌 P-36 An adenocarcinoma detected at remnant cystic duct after cholecystectomy
Yoo Shin Choi (Chung-Ang Univ.) / 406

간담췌 P-37 Usefulness of bacteriological analysis of bile in patients with acute cholecystitis
Sung-Wook Heo (Kyung-hee Univ.) / 406

간담췌 P-38 Mass-forming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masquerading as invasive 
gallbladder cancer with a false-positive result on PET leading to 
extensive surgical resection Hyuk Jae Jang (Univ. of Ulsan) / 407

간담췌 P-39 DIffuse large B-cell malignant lymphoma which was ocurred solitary 
nearby celiac axis Hwang Ji Woong (Hallym Univ.) / 407

간담췌 P-40 Gallbladder carcinosarcoma: A case report
Han-Sam Kang (Presbyterian Medical Center) / 408

간담췌 P-41 Review of first consecutive 500 cases of single por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primary hospital Chung Yun Kim (Damsoyu Hosp.) / 408

간담췌 P-42 An experience with cystic duct Endoloop ligation in single por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Jae Woo Park (The Catholic Univ. of Korea) / 409

간담췌 P-43 Cystic duct management during inevitable Partial Cholecystectomy
Whanbong Lee (Wonkwang Univ.) / 409

간담췌 P-44 Laparoscopic management of Cholecysto-colonic fistula: Case report
Jun Suk Byun (Konyang Univ.) / 410

간담췌 P-45 The prevalence of cystic neoplasm of the pancreas in normal healthy population
Ye Rim Chang (Seoul National Univ.) / 410

간담췌 P-46 Early prediction of clinically significant post-operative pancreatic fistula following
Pancreaticoduodenectomy in Pancreatic Head Cancer Myung-Jae Jung (Yonsei Univ.) / 411

간담췌 P-47 Impact of lymph node ratio on survival in resected periampullary malignancies
Young-Dong Yu (Korea Univ.) / 412

간담췌 P-48 Predictors of the presence of concomitant carcinoma i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of the pancreas Dong Hyeon Han (Sungkyunkwan Univ.) / 412

간담췌 P-49 Survival benefit through intraperitoneal gemcitabine chemotherapy in a patient 
with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and peritoneal carcinomatosis:
Case report Sungho Jo (Dankook Univ.) / 413

간담췌 P-50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spleen Hyuk Jae Jang (Univ. of Ulsan) / 414

간담췌 P-51 Single port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Hyung Joon Han (Korea Univ.) / 414

간담췌 P-52 Laparoscopic pancreatectomy in severe inflammatory pseudocyst and 
chronic pancreatitis with complication Seog Ki Min (Ewha Womans Univ.) / 415

간담췌 P-53 En bloc resection right hemiliver, caudate lobe of liver and IVC for locally 
advanced malignant adrenal tumor Kwangsik Chun (Chungnam National Univ.)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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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내분비 (Thyroid and Endocrine Surgeons) Abstract Page: 144∼158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08:30∼18:3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 [102호]

08:30∼10:00 Free Paper I 좌장: 김정수 (가톨릭의대), 김지수 (성균관의대)

갑상선내분비 O-I-1 갑상선 유두암에서 미세세침 검사의 BRFA 돌연변이 검사의 위음성

김병섭 (중앙의대) / 418

갑상선내분비 O-I-2 미세 침윤형 갑상선 여포암; 예후와 치료 송영백 (아주의대) / 418

갑상선내분비 O-I-3 여포성 갑상선암에 대한 단일기관의 임상경험과 예후인자에 대한 분석

손해영 (연세의대) / 419

갑상선내분비 O-I-4 갑상선 유두암에 있어 반대엽의 양성 소견 종양의 악성 경향

한세웅 (전북의대) / 419

갑상선내분비 O-I-5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갑상선 반절제 시행한 예후와 관련 인자

이유미 (울산의대) / 420

갑상선내분비 O-I-6 분화 갑상선암에서 T4a 병기로 진단된 환자들의 단기간의 재발양상 및

임상데이터 분석. 오은미 (가천의대) / 421

갑상선내분비 O-I-7 미세갑상선암 환자의 중앙 경부 림프절 동결절편 검사의 정확도와 

갑상선 절제 범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소희 (가톨릭의대) / 421

갑상선내분비 O-I-8 갑상선 유두암에서 수술전 혈중 중성구와 임파구 비율의 예후적 가치

김주연 (경상의대) / 422

갑상선내분비 O-I-9 갑상선암에서 술 전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의 

임상적 의의-크기 및 예후와의 상관관계 조진성 (전남의대) / 423

10:00∼10:50 Special Lecture 좌장: 소의영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아주의대)

Translational research in thyroidology 송민호 (충남의대 내과) / 144

10:50∼11:10 Break

11:10∼12:30 Symposium (Video Session)

좌장: 윤정한 (전남의대), 태  경 (한양의대 이비인후과)

1. Thyroidectomy using energy devices 남기현 (연세의대) / 145

2. IJND and MRND 장항석 (연세의대) / 148

3.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thyroid cancer 태  경 (한양의대 이비인후과) / 148

4. Intraoperative PTH monitoring 이재복 (고려의대)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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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13:30∼15:00 Free Paper II 좌장: 김권천 (조선의대), 박용래 (성균관의대)

갑상선내분비 O-II-1 분화 갑상선 암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유무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와 그 인자 임재혁 (건양의대) / 424

갑상선내분비 O-II-2 갑상선 유두암의 측경부 림프절 평가에 있어서 외과의에 의한 

경부초음파의 의의 임진호 (한림의대) / 425

갑상선내분비 O-II-3 그레이브스 병에서 발생한 갑상선 유두암의 수술 시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용체 항체 여부에 따른 양상 비교 김민국 (성균관의대) / 425

갑상선내분비 O-II-4 되돌이 후두신경의 열손상 연구: 지속적 신경모니터링을 이용한 

돼지실험 결과 이혜윤 (고려의대) / 426

갑상선내분비 O-II-5 Vit D 결핍이 갑상선 전절제술후 저칼슐혈증에 미치는 영향

유지영 (연세의대) / 427

갑상선내분비 O-II-6 단일기관에서의 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대한 고찰 정유승 (가천의대) / 428

갑상선내분비 O-II-7 Clinical Experiences of Parathyroid Carcinoma in Single Institution
장호진 (연세의대) / 428

갑상선내분비 O-II-8 산발성 갈색세포종/부신경절종에서의 배선돌연변이와 

유전자형-표현형의 연관성 김수진 (서울의대) / 429

갑상선내분비 O-II-9 갈색세포종에서 복강경 경복막 부신 제거술과 복막후 부신 제거술의 

혈역학 변수 비교 손해영 (연세의대) / 430

15:00∼15:20 Break

15:20∼16:50 Grand Symposium 좌장: 이수정 (영남의대), 송영기 (울산의대 내과)

Strategy for Recurrent Thyroid Cancer

1. Medical treatment 송영기 (울산의대 내과) / 150

2. Surgical treatment 이영돈 (가천의대) / 150

3. Non-surgical treatment 백정환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 154

4. Role of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이재태 (경북의대 핵의학과) / 157

16:50∼18:20 Panel Discussion (Interesting Cases)

State of arts 박정수 (연세의대) / 158

18:20∼18:30 시상식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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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전시

갑상선내분비 P-01 유방접근법을 이용한 내시경하 갑상선 절제술: 단일 기관 경험

김용석 (가톨릭의대) / 432

갑상선내분비 P-02 양측성 갑상선 유두암의 임상양상 우정우 (서울의대) / 432

갑상선내분비 P-03 갑상선 수술 환자에서의 외과의에 의한 후두경 검사 이준호 (성균관의대) / 433

갑상선내분비 P-04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재발양상 및 이의 위험인자 이현철 (성균관의대) / 434

갑상선내분비 P-05 임상적으로 임파절 전이가 없는 미세유두갑상선암에서의 예방적 

중앙림프절절제술 장영우 (고려의대) / 434

갑상선내분비 P-06 목에 재발한 분화성 갑상선 암의 차콜 타투를 이용한 위치화에 

대한 초기 경험 태순영 (서울의대) / 435

갑상선내분비 P-07 갑상선유두암으로 엽절제술 후 장기 추적 결과 황승욱 (경북의대) / 436

갑상선내분비 P-08 단일절개를 통한 로봇 측경부림프절절제술의 수술전후 결과

유지영 (연세의대) / 437

갑상선내분비 P-09 그레이브병의 로봇 갑상선 절제술:일반절개법과 로봇 갑상선 절제술의 비교

유지영 (연세의대) / 437

갑상선내분비 P-10 갑상선 유두암 수술 후 국소 재발의 위험인자에 관한 분석 정수정 (한림의대) / 438

갑상선내분비 P-11 양측 겨드랑이-유두접근 로봇 갑절제상선술에서 체형이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희승 (서울의대) / 439

갑상선내분비 P-12 갑상선 미세유두암에서 엽절제술을 시행하는 세가지 수술방법의 유효성 및 

임상결과 비교 오은미 (가천의대) / 439

갑상선내분비 P-13 Endoscopic thyroidectomy using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in 
clinically node negative thyroid cancer 조민지 (건국의대) / 440

갑상선내분비 P-14 부갑상선점수가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을 예측할 수 있을까? 박진희 (경북의대) / 441

갑상선내분비 P-15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에서 측부 임파선 전이에 관련 인자 분석

정준우 (서울의대) / 441

갑상선내분비 P-16 로봇 갑상선 수술의 경험이 수술 시간보다는 수술 후 합병증률에 

영향을 미친다 강경호 (중앙의대) / 442

갑상선내분비 P-17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1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A case report 정영주 (대구가톨릭의대) / 442

갑상선내분비 P-18 산발성 부갑상선 종양에서 MEN1 유전자의 체성 돌연변이 유형과 

표현형에 대한 연구 장명철 (단국의대) / 443

갑상선내분비 P-19 큰세포변이 갑상선 유두암과 고전적 갑상선 유두암의 임상 병리학적 특징 및

분자생물학적 표지자 엄용화 (가톨릭의대) / 444

갑상선내분비 P-20 유두상갑상선암의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 이후 발생한 연부조직 전이

김효선 (계명의대) / 445

갑상선내분비 P-21 갑상선 피라미드 엽의 미세 유두상암, 증례 보고. 강재현 (인제의대) / 445

갑상선내분비 P-22 갑상선 유두암에서 양성 낭종선 병변으로 오인된 낭종성 임파선 전이에 

대한 증례 보고 김성곤 (건양의대) / 446

갑상선내분비 P-23 여포성 갑상선암의 췌장 전이 박은영 (부산의대)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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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내분비 P-24 갑상선 수질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 후 국소 재발 및 전이 없이 지속적인

칼시토닌(Calcitonin) 증가를 보인 환자의 증례보고 이정석 (건양의대) / 447

갑상선내분비 P-25 갑상선 여포암의 신장전이 전기원 (연세의대) / 448

갑상선내분비 P-26 미세갑상선 수질암 환자에 대한 연구 이초록 (연세의대) / 449

갑상선내분비 P-27 진단적 세침흡인검사: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장재훈 (경희의대) / 449

갑상선내분비 P-28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 미만성 경화 아형 

유두 갑상선암: 증례보고 김경덕 (순천향의대) / 450

갑상선내분비 P-29 신성 부갑상선 항진증의 수술적 치료 김우영 (고려의대) / 451

갑상선내분비 P-30 거대 양측성 부신 골수지방종 김우영 (고려의대)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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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내시경복강경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ons)]

내시경복강경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ons) Abstract Page: 160∼169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09:00∼17:3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I [103호], 그랜드볼룸 III [104호]

[코엑스 그랜드볼룸 II (103호)]

09:00∼09:10 Opening Address 김현종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전남의대)

09:10∼10:10 Free Paper I 좌장: 서성옥 (고려의대), 윤성수 (영남의대)

내시경복강경 O-I-1 단일기관에 복강경 비장보존 원위췌절제술의 초기경험 문재영 (전북의대) / 454

내시경복강경 O-I-2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 후 배액술 군과 일차봉합술 군의 

치료성적의 비교 박성준 (진주제일병원) / 454

내시경복강경 O-I-3 이전 위암, 대장암 수술 후 발생한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서의 

복강경 담관 및 담낭 수술 안정신 (이화의대) / 455

내시경복강경 O-I-4 복강경 및 로봇 간좌측부절제술의 임상적 결과 분석 김재근 (연세의대) / 455

내시경복강경 O-I-5 The Efficacy of subcostal approach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patients with previous midline incision 최새별 (고려의대) / 456

10:10∼10:30 Break

10:30∼12:00 Symposium I: Video Clinic with SNS Debating

좌장: 이강영 (연세의대), 최인석 (건양의대), 안수민 (한림의대)

1. Technical challenges in laparoscopic appendectomy

  [패널] 박형철 (한림의대), 배기범 (인제의대), 이태순 (대구드림병원)
2. Debating issues i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패널] 김기환 (가톨릭의대), 노영훈 (동아의대), 박중재 (진주제일병원)
3. Tips & tricks in endoscopic herniorrhaphy

  [패널] 이선일 (고려의대), 한  철 (광주KS병원), 허  혁 (연세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Room 103]

12:30∼13:30 Luncheon Symposium (Sponsored by Covidien) [Room 103]

좌장: 박영규 (전남의대)
Experience of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System in Laparoscopic Gastric Cancer 
Surgery 김영우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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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Free Paper III 좌장: 조규석 (순천향의대), 류성엽 (전남의대)

내시경복강경 O-III-1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현주소 안수민 (한림의대) / 460

내시경복강경 O-III-2 위암환자의 복강경 위전절제술 후 합병증 예측인자와 수술 후 

합병증 측면에서 본 학습곡선 정  오 (전남의대) / 460

내시경복강경 O-III-3 위암 수술후 생긴 jejunal pouch - colic fistula의 복강경치료 경험

김종태 (진주제일병원) / 461

내시경복강경 O-III-4 Four directions of robotic surgeries in the period of evolution or regression: 
A department- and organ-specific analysis 조준민 (고려의대) / 461

내시경복강경 O-III-5 체질량 지수 53인 초고도 비만 환자의 위 소매절제술 경험 (증례)
김정식 (고려의대) / 462

14:30∼15:40 Symposium II: MIS & Advanced Surgical Technology 해외연수프로그램 소개

좌장: 김선한 (고려의대)

1. Innovation program in IRCAD Strasbourg, France 조성우 (순천향의대) / 160

2. MIS in major hepatectomy 권준혁 (성균관의대) / 165

3. Experiences of MIS for bariatric & metabolic surgery at 
  Cleveland Clinic Florida, USA 박성수 (고려의대) / 165

15:40∼16:00 Break

16:00∼17:20 Symposium III: 2013 Update on MIS 좌장: 김선회 (서울의대), 김형록 (전남의대)

1. Trial update in colorectal surgery 강성범 (서울의대) / 166

2. MIS training center in Korea 김재필 (Covidien) / 166

3. Technology advances: 3-D scope 김영우 (국립암센터) / 167

4. Technology advances: Fluorescence laparoscopy 송태진 (고려의대) / 167

17:20∼17:30 Awards & Closing Remarks 이우정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그랜드볼룸 III (104호)]

09:10∼10:10 Free Paper II 좌장: 이우용 (성균관의대), 이길연 (경희의대)

내시경복강경 O-II-1 경항문 최소침습수술의 다양한 임상 적용 가능성 최유진 (고려의대) / 456

내시경복강경 O-II-2 Pure NOTES LAR: Transanal TME & Endoscopic IMA ligation in 
animal models 박선진 (경희의대)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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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복강경 O-II-3 증례발표: 단일공하 복강경 수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염증성 섬유양 용종에 

의해 발생한 소장의 장중첩증 정성엽 (고려의대) / 458

내시경복강경 O-II-4 복강경으로 완전절제된 음부대퇴신경 기원의 원시 신경외배엽 종양

안병규 (한양의대) / 458

내시경복강경 O-II-5 초저위 직장암에서 괄약근간절제술: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의 수술적,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 비교 유병은 (고려의대) / 459

10:10∼10:30 Break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Room 103]

12:30∼13:30 Luncheon Symposium (Sponsored by Covidien) [Room 103]

좌장: 박영규 (전남의대)
Experience of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System in Laparoscopic Gastric Cancer 
Surgery 김영우 (국립암센터)

13:30∼14:30 Free Paper IV 좌장: 정봉수 (안동병원), 설지영 (충남의대)

내시경복강경 O-IV-1 외과의로써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의 초기경험 이상엽 (대구드림병원) / 462

내시경복강경 O-IV-2 거대 서혜-음낭 탈장의 복막외 접근 탈장교정술 강상희 (고려의대) / 463

내시경복강경 O-IV-3 Single port를 이용한 synchronous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and 
herniorrhaphy 신창식 (인제의대) / 463

내시경복강경 O-IV-4 Laparoscopic removal of a retroperitoneal dermoid cyst; 
Case report 정성원 (고려의대) / 464

내시경복강경 O-IV-5 반흡수성 메쉬를 이용한 복막외 접근식 서혜부 탈장교정술 강상희 (고려의대) / 465

14:30∼15:30 Free Paper V 좌장: 최진섭 (연세의대), 한호성 (서울의대)

내시경복강경 O-V-1 형광-약물의 국소적인 점적을 통한 마우스의 간암 진단

전은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465

내시경복강경 O-V-2 단일공 복강경담낭절제술의 경험: 고식적인 3공법 복강경 

담낭절제술과의 비교 김태석 (가톨릭의대) / 466

내시경복강경 O-V-3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복강경하 원위부 췌장 절제술

최혜련 (대구가톨릭의대) / 467

내시경복강경 O-V-4 단일 통로 로봇 담낭절제술의 초기 경험 강창무 (연세의대) / 468

내시경복강경 O-V-5 담낭절제수술 후 남겨진 잔류담낭의 결석동반 담낭염의 복강경 재수술

김종훈 (이화의대)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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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전시

내시경복강경 P-01 Torsion of an accessory spleen; Diagnosed preoperatively and 
excised laparoscopically 기세국 (차의과학대학교) / 472

내시경복강경 P-02 성인에서 단일 연소성 용종에서 기인한 공장공장 장중첩증에 대한 

복강경적 치료: 증례 보고 강성일 (연세의대) / 472

내시경복강경 P-03 Is the rat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following laparoscopy-assisted
gastrectomy higher in elderly patients than in younger patients?

김기한 (동아의대) / 473

내시경복강경 P-04 출혈성 공장 Dieulafoy lesion의 수술중 내시경을 통한 확인후 

복강경 보조하 공장절제술 이환효 (김포우리병원) / 474

내시경복강경 P-05 자가삽입한 직장내 거대이물질의 내시경 및 경항문적제거 시도실패 후 

복강경적제거 이환효 (김포우리병원) / 474

내시경복강경 P-06 임산부에서 단일 포트 복강경 충수 절제술 손명원 (순천향의대) / 475

내시경복강경 P-07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대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 1례 손동녕 (대구드림병원) / 476

내시경복강경 P-08 횡경막 탈장으로 인한 위염전의 복강경 수술: 증례보고 염선철 (을지의대) / 476

내시경복강경 P-09 Single port laparoscopic excision of omental cyst mimicking distal 
pancreas cystic neoplasm 한형준 (고려의대)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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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Coloproctology) Abstract Page: 172∼186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3일(토) 09:00∼18:0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 [101호, 102호]

09:00∼10:20 Free Paper (malignancy) [101호] 좌장: 김진천 (울산의대), 오승택 (가톨릭의대)

대장항문 O-I-01 복강경 대장 수술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의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 술식과 

개복술의 비교 이철민 (성균관의대) / 492

대장항문 O-I-02 복강경 대장 수술에 있어서 end to corner anastomosis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관한 기초연구 강상희 (고려의대) / 492

대장항문 O-I-03 T1 대장암에서 수술전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타투잉이 림프절 획득에 

미치는 영향 강정현 (연세의대) / 493

대장항문 O-I-04 직장암 수술중 형성된 일시적 회장루의 복원 수술 시기에 따른 

단기수술 결과 비교에 관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 이동원 (고려의대) / 493

대장항문 O-I-05 대장암 환자에서 폐전이의 근치적 절제술: 생존율 및 예후인자 분석

인명훈 (서울의대) / 494

대장항문 O-I-06 임상병기 cT3N0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전 항암 방사선 치료는 필요한가?
박인자 (울산의대) / 495

대장항문 O-I-07 근치적 절제를 시행한 대장암 환자에서 복강내 세포진 검사의 

복막파종 예측의 유용성 신의섭 (한국원자력의학원) / 496

대장항문 O-I-08 전이가 없는 폐쇄성 대장암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 후 근치적 수술의 

적절한 시기 오흥권 (서울의대) / 497

대장항문 O-I-09 간전이를 동반한 결직장암 환자에서 항암요법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상학적 및 조직학적 접근 이진권 (가톨릭의대) / 497

대장항문 O-I-10 3기 대장암에서 Apurinic/Apyrimidinic Endonuclease (APE/Ref-1) 단백질 발현의 

임상적 의의 김진수 (충남의대) / 498

09:00∼10:20 Free Paper (malignancy) [102호] 좌장: 김영진 (전남의대), 김남규 (연세의대)

대장항문 O-II-01 대장직장암의 복강경수술시 개복전환의 위험인자 및 조기 합병증 분석

김영완 (연세원주의대) / 499

대장항문 O-II-02 폐쇄성 대장암 근위부 용종 확인을 위한 수술 전 가상 대장내시경의 

유용성 평가 유춘근 (건국의대) / 500

대장항문 O-II-03 직장암 환자에서 저위 전방 절제술후에 발생한 영구적 장루의 위험인자

이철민 (성균관의대) / 500

대장항문 O-II-04 Additional effect of oxaliplatin and irinotecan on in vitro chemosensitivity to 
5-fluorouracil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조세나 (조선의대) / 501

대장항문 O-II-05 구불결장암에서 단일공 복강경 전방절제술의 치료성적 김창우 (연세의대)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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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O-II-06 증상이 없는 절제 불가능한 4기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 종양의 

고식적인 절제의 역할 윤정아 (성균관의대) / 502

대장항문 O-II-07 Capecitabine으로 수술 전 항암방사선 요법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의

종양학적 치료성적 및 안정성: 단일기관의 10년 경험 김진수 (충남의대) / 503

대장항문 O-II-08 기계적 장세척이 좌측 대장직장암 절제 후 발생된 문합부 누출의 임상 양상에 

미치는 영향 최유진 (고려의대) / 503

대장항문 O-II-09 직장암에서 1mm 직장주변절제단면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

박종섭 (성균관의대) / 504

대장항문 O-II-10 대장암에서 Heat shock protein 20의 발현 감소와 종양형성에 대한 작용기전

곽승진 (경상의대) / 505

10:20∼10:30 Break

10:30∼12:00 Free Paper (benign/colono/basic) [101호]

좌장: 장용석 (서울의료원), 김광호 (이화의대)

대장항문 O-III-01 크론병에서 Tristetraprolin의 역할 양성수 (울산의대) / 505

대장항문 O-III-02 Development of injectable cell/microparticles for treatment of fecal incontinence
오흥권 (서울의대) / 506

대장항문 O-III-03 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시행하는 대장내시경의 초기 경험 기간에 

캡부착 내시경 사용의 효과 강성일 (연세의대) / 507

대장항문 O-III-04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이후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요소 조민아 (연세의대) / 508

대장항문 O-III-05 외과의사가 시행한 항문국소차단술과 척추마취 하 시행한 치핵절제술 비교

조대현 (국군대전병원) / 508

대장항문 O-III-06 비만 환자에서 항문괄약근 성형술 후 결과 홍광대 (고려의대) / 509

대장항문 O-III-07 크론병 환자에서 소장 절제 후에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장기웅 (울산의대) / 510

대장항문 O-III-08 변심금에 대한 인공 항문 괄약근 삽입술 후 결과 고찰: 메타 분석과 

체계적 고찰 홍광대 (고려의대) / 511

대장항문 O-III-09 Intracorporeal ligation of the rectum with a beaded plastic urinary foley 
catheter bag hanger 임상우 (전남의대) / 511

대장항문 O-III-10 장루 복원술 전 직장항문압 측정의 임상적 유용성: 괄약근보존수술 후 

변실금의 예측에 대한 종적 연구 인명훈 (서울의대) / 512

대장항문 O-III-11 단일포트 복강경하 좌측대장 절제술의 수술 전후 및 단기 종양학적 성적

윤정아 (성균관의대) / 512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103호]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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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40 Hot Topics from the Annals of Coloproctology

1. Benign coloproctology: Treatment standards and something new

좌장: 손승국 (연세의대), 이봉화 (한림의대)

14:00∼14:15 Pathophysiology of anal fissure 임청호 (양병원) / 172

14:15∼14:30 Rectocele 이재범 (대항병원) / 173

14:30∼14:45 Perineal descent 황용희 (삼육의료원) / 174

14:45∼15:00 Diverticulitis 조현민 (가톨릭의대) / 177

15:00∼15:15 Appendicitis 이민로 (전북의대) / 178

15:15∼15:40 Discussion

15:40∼16:00 Break

16:00∼17:40 Hot Topics from the Annals of Coloproctology

2. How can we improve the outcomes of colorectal cancers?

좌장: 심민철 (구병원), 김종훈 (전북의대)

16:00∼16:15 Using CEA during follow up 허승철 (보라매병원) / 179

16:15∼16:30 Risk factors affecting recurrence of stage I colorectal cancers 김찬욱 (울산의대) / 182

16:30∼16:45 Who are high risk patients among stage II colorectal cancers?
문선미 (한국원자력의학원) / 183

16:45∼17:00 Subgrouping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s 신진용 (인제의대) / 184

17:00∼17:15 Is palliative primary colorectal resection needed for unresectable metastatic 
colorectal cancers? 김영완 (연세원주의대) / 185

17:15∼17:40 Discussion

17:4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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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전시

대장항문 P-01 성인에서 장중첩증을 유발한 회장의 염증성 섬유양 용종 이석윤 (원광의대) / 516

대장항문 P-02 원형자동봉합기 치핵절제술 후 직장천공에 의한 골반내 패혈증 이석윤 (원광의대) / 516

대장항문 P-03 심한 호중성 백혈구 저하 환자의 급성 충수돌기염 치료 예 강현종 (가톨릭의대) / 517

대장항문 P-04 외괄약근을 침범한 회음부 덩이 절제술 1례 문소향 (계명의대) / 517

대장항문 P-05 4기 대장암 환자의 전이 정도에 따른 수술적 치료 윤용식 (울산의대) / 518

대장항문 P-06 대장내시경 후 발생한 대장천공의 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치료이다. 김현실 (가톨릭의대) / 519

대장항문 P-07 직장암의 골전이로 오인된 다발성 골수종 사례 김임경 (연세의대) / 520

대장항문 P-08 대장직장암에서 동시성 및 이시성 위암의 비교 연구 김은지 (고신의대) / 520

대장항문 P-09 충수주위농양으로 인한 장간막 혈전염 및 다발성 간농양 김성집 (가톨릭의대) / 521

대장항문 P-10 고위험환자에서 복부 대동맥류 교정술과 전직장간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사례 보고 이주형 (연세의대) / 522

대장항문 P-11 10대에서 발생한 대장 카시노이드종양 김근영 (원광의대) / 522

대장항문 P-12 복강경 충수돌기 절제술에 학습곡선이 존재하는가? 강성일 (연세의대) / 523

대장항문 P-13 재발성 천공과 출혈을 동반한 특발성 만성 궤양성 장염: 증례 보고

김성집 (가톨릭의대) / 523

대장항문 P-14 대장암 간전이 수술후 재발양상 김소현 (영남의대) / 524

대장항문 P-15 성인 장중첩증 - 악성 선두에 대한 수술전 예측인자 김의태 (단국의대) / 525

대장항문 P-16 Acute appendicitis due to Barolith 손정탁 (인제의대) / 525

대장항문 P-17 Acute appendicitis does not need emergency operation: Comparison of 
outcomes between early and delayed appendectomies 신창현 (인제의대) / 526

대장항문 P-18 Unusual rectal foreign body: Report a case 이은우 (인제의대) / 527

대장항문 P-19 성인에서 발생한 비 호지킨 림프종에 의한 장 중첩증의 예 강상희 (고려의대) / 527

대장항문 P-20 대장암에서 EMR 후에 발생한 장천공 후 복강내 전이가 된 환자

강상희 (고려의대) / 528

대장항문 P-21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한 가족력이 없는 비후성 다리에 

병(hypertrophic Darier’s disease) 환자에 대한 증례 보고 지웅배 (고려의대) / 529

대장항문 P-22 직장암과 관련된 항문주위파제트병 - 증례보고 김진성 (울산의대) / 530

대장항문 P-23 경항문 내시경 수술 후 발생한 전신 피하기종 1예 김호진 (조선의대) / 531

대장항문 P-24 국소진행성 직장암으로 수술전 항암방사선치료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의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인자 분석 조민수 (연세의대) / 532

대장항문 P-25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에서 장루의 의의 김창현 (전남의대) / 533

대장항문 P-26 직장구불부위 결장에 발생한 신경내분비 암종 1례 손동녕 (드림병원) / 533

대장항문 P-27 장루복원시 피부절개법에 따른 수술 결과의 비교: 타원형 절개법과 

다이아몬드형 절개법 안병규 (한양의대) / 534

대장항문 P-28 골반강내에 발생한 유잉육종 원시신경외배엽종양 1례 이태범 (부산의대) / 535

대장항문 P-29 대장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천공에 대한 치료 및 임상적 결과 성낙송 (건양의대)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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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P-30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시 비만곡부 가동화를 통해 연장 가능한 대장의 길이

계봉현 (가톨릭의대) / 536

대장항문 P-31 충수 주위 농양으로 오인된 양성 낭종성 중피종: 증례보고 염선철 (을지의대) / 537

대장항문 P-32 증례 보고: 38세 한국인 남자의 특발성 경화성 복막염 최혜련 (대구가톨릭의대) / 538

대장항문 P-33 대장의 충돌종양 (선암종과 미만성 큰B세포 림프종) 1예 염선철 (을지의대) / 538

대장항문 P-34 구불결장암 환자에 동반된 간내 혈관근육지방종 이재임 (가톨릭의대) / 539

대장항문 P-35 결장간막 탈장의 복강경적 치료증례 이상호 (대구가톨릭의대) / 540

대장항문 P-36 수술 전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직장암환자에서 충분한 임파선 획득의 

예후적 중요성 오선옥 (울산의대) / 540

대장항문 P-37 중하부 직장암에 있어서 신보조 항암보조요법 후 전직장간막 절제술 

시행에 있어 최소침습수술과 개복술과의 비교 배성욱 (연세의대) / 541

대장항문 P-38 복강경하 대장암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지속적 경정맥 자가통증 조절장치에 

절개부 지속적 국소마취제의 추가;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이득?
구혜영 (성균관의대) / 542

대장항문 P-39 조기직장암의 국소절제술 후 장기생존과 연관된 인자 채용민 (성균관의대) / 543

대장항문 P-40 직장암으로 근치적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장기 종양학적 결과에 대한 

개복수술과 최소침습수술의 단일기관 비교연구 (후향적 코호트 연구)
조민수 (연세의대) / 545

대장항문 P-41 Circumferential margin plays an independent Worse prognostic factor on the 
outcome of rectal cancer patients receiving curative total mesorectal excision

임상우 (전남의대) / 546

대장항문 P-42 대장암의 절제술 후 재발양상: 원발병소의 위치에 따른 분석 이동원 (고려의대) / 546

대장항문 P-43 수술이 필요한 허혈성 대장염 환자의 수술 후 결과와 연관된 예후 인자

노민수 (울산의대) / 547

대장항문 P-44 대장암 세포주에서의 Twist-1 유전자 과발현에 따른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현상 규명 조용범 (성균관의대) / 547

대장항문 P-45 수술받은 대장암 환자에서 복막 파종 분석 정은주 (건국의대) / 548

대장항문 P-46 MRI로 진단된 cT3-4N+ 중하부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의 잇점 박인자 (울산의대) / 549

대장항문 P-47 2, 3기 대장직장암 환자에서 4개월 간의 FOLFOX4 보조항암요법 후 

생존률에 대한 연구 지웅배 (고려의대) / 550

대장항문 P-48 HNPCC환자에서 발생하는 동시성 및 이시성 악성종양의 장기추적결과

최정필 (울산의대) / 551

대장항문 P-49 장베쳇 환자에서 시행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의 후향적 비교 백세진 (연세의대) / 551

대장항문 P-50 대장 림프종의 임상 경과와 병리 특징 이종률 (울산의대) / 552

대장항문 P-51 국소 진행성 직장암을 진단 받고 수술전 항암방사선치료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항암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대장내시경의 육안적 소견과 

3차원 MRI측정값을 통한 종양의 병리학적 완전 반응 예측 조민수 (연세의대) / 553

대장항문 P-52 재 항문 괄약근 성형술의 결과는 어떠한가? 홍광대 (고려의대) / 554

대장항문 P-53 직장암에서 extralevator 복회음 절제술 시행후의 9례의 임상결과

장현아 (연세의대) / 555

대장항문 P-54 직장암의 수술 전 화학방사선치료의 단기 결과 이정범 (인하의대)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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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 P-55 Prognostic impact of p300 expression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허정욱 (성균관의대) / 556

대장항문 P-56 직장 종양의 치료를 위한 경항문 내시경 수술의 초기 경험 김호진 (조선의대) / 557

대장항문 P-57 소아 치루의 치료 김윤정 (안락항운병원) / 557

대장항문 P-58 수술전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에서 치료전 혈청 CEA의 

예후적 가치 임상우 (전남의대) / 558

대장항문 P-59 Intraoperative staging by surgeons in patients with rectal cancer after 
preoperative chemoradiation: Diagnostic accuracy and prognostic value

허정욱 (성균관의대) / 559

대장항문 P-60 대장암 수술후 발생한 양성 협착에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한 2례

이승원 (고려의대) / 559

대장항문 P-61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of p53 expression in patients with 
preoperative chemoradiation for rectal cancer: Association with prognosis

허정욱 (성균관의대) / 560

대장항문 P-62 스텐트 삽입 후 시행된 폐쇄성 대장암 수술의 수술후 성적에 

고령이 미치는 영향 박찬희 (계명의대) / 561

대장항문 P-63 3기 우측대장암에서 임파선 전이의 숫자와 위치에 따른 예후 분석

김창현 (전남의대)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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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Abstract Page: 181∼191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3일(토) 08:30∼18:0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8호]

08:30∼10:00 Free Paper 좌장: 허윤석 (인하의대), 조민영 (365mc)

비만대사 O-01 염증성 장질환을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에서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의 결과

한상문 (차의과학대학교) / 564

비만대사 O-02 Revisional bariatric surgery의 원인과 결과, 단일 기관의 초기 경험

박지연 (순천향의대) / 564

비만대사 O-03 수술 시 우연히 발견된 식도열공 확장 환자에 대한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수술 방법(비디오포함) 조민영 (서울365mc병원) / 565

비만대사 O-04 당뇨병을 동반한 고도 비만 환자에서 위 우회술 후 말기 신질환의 호전에 

대한 증례보고 박지연 (순천향의대) / 566

비만대사 O-05 복강경 위주름성형술의 초기경험 김성민 (가천의대) / 566

비만대사 O-06 조절형 위 밴드 수술의 조기 임상결과 김지헌 (대한웰니스병원) / 567

비만대사 O-07 한국의 고도 비만 청소년 환자에서 고도비만 수술 시행 경험 박지연 (순천향의대) / 567

비만대사 O-08 위밴드수술과 위소매절제술의 장기결과 비교 분석 한상문 (차의과학대학교) / 568

비만대사 O-09 십이지장공장 우회술 시행 후 제2형 당뇨쥐의 장내세균총의 변화

안수민 (한림의대) / 569

비만대사 O-10 위소매절제술 후 위우회술로 전환한 환자의 이유의 결과 한상문 (차의과학대학교) / 569

10:00∼10:45 Drugs and Devices in Bariatric Practice

좌장: 한상욱 (아주의대), 이홍찬 (찬베리아트)

10:00∼10:15 Ideal surgical staplers 박중민 (중앙의대) / 188

10:15∼10:30 New Anit-Obesity drugs 이창범 (한양의대 내과) / 188

10:20∼10:40 Medications for nutritional support 이연지 (인하의대 가정의학과) / 190

10:40∼11:00 Break

11:00∼12:00 New Bariatirc Surgeons 좌장: 이주호 (이화의대), 김진조 (가톨릭의대)

11:00∼11:15 위장관외과 세부전문의로서 도전하는 고도비만수술 김지훈 (울산의대) / 190

11:15∼11:30 Gastric Bypass-첫번째 증례 안혜성 (서울의대) / 191

11:30∼11:45 My experience of two sleeve gastrectomy for morbidly obese patients

서경원 (고신의대) / 192

11:45∼12:00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first experience 정귀애 (순천향의대)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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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103호]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14:00∼14:30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강연 좌장: 최승호 (연세의대)

고도비만 및 대사 수술 - 인식과 치료전략의 괴리

최윤백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장) / 193

14:30∼15:30 Metabolic Effect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좌장: 최승호 (연세의대), 김민선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14:30∼14:50 Mechanisms of metabolic surgery 조영민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 193

14:50∼15:10 Cardiovascular risks after bariatric surgery 이해영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 194

15:10∼15:30 Metabolic effects of gut peptides 김민선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 195

15:30∼16:00 Break

16:00∼17:30 Complication Management 좌장: 이상권 (가톨릭의대), 권수인 (예다인)

16:00∼16:30 Gastrointestinal staple line leakage 김용진 (순천향의대) / 196

16:30∼16:50 Band erosion 박윤찬 (슬림외과) / 196

16:50∼17:10 Prevention of deep vein thrombosis 공성호 (서울의대) / 196

17:10∼17:30 GERD following bariatric surgery 박성수 (고려의대) / 198

17:30∼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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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소아외과 (Pediatric Surgery)]

소아외과 (Pediatric Surgery)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 KOSIS 프로그램의 초록은 KOSIS 초록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08:30∼12:00 / KOSIS 13:30∼17:1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 KOSIS: Grand Ballroom (Room 101), COEX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08:30∼08:40 개회사 이석구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장/성균관의대)

08:40∼09:40 일반연제 I (간담췌) 좌장: 한석주 (연세의대), 최수진나 (전남의대)

소아 O-I-01 담도폐쇄증 환자의 초기 APRi 점수의 의의와 술 후 문맥압항진에 

미치는 영향 정은영 (계명의대) / 572

소아 O-I-02 담도폐쇄에서 폐내단락의 유병율과 임상적 의의 장은영 (연세의대) / 572

소아 O-I-03 카사이 술식부터 간이식에 이르는 담도폐쇄증의 치료 결과: 159례의 경험

남궁정만 (울산의대) / 573

소아 O-I-04 소아 간이식의 성적향상에 따른 카사이 수술 필요성에 대한 고찰 변제익 (서울의대) / 574

소아 O-I-05 소아의 외상성 췌장 손상의 수술 조재형 (서울의대) / 574

소아 O-I-06 소아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의 치료 경험 이상훈 (성균관의대) / 575

소아 O-I-07 소아에서 발생한 췌장의 고형성 가성유두종양: 단일기관에서 15년간의 경험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권택주 (경북의대) / 576

소아 O-I-08 담도기형을 동반한 소아 총담관낭종 환자의 복강경 총담관낭종 

절제술 정은영 (계명의대) / 576

소아 O-I-09 12세에서 진단된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IPMN) of 
the pancreas 김현영 (서울의대) / 577

09:40∼10:40 일반연제 II (최소침습수술) 좌장: 이종인 (관동의대), 김현영 (서울의대)

소아 O-II-01 신생아유문비대증에서 복강경유문절개술과 개복유문절개술의 비교 안수민 (한림의대) / 577

소아 O-II-02 소아환자에서 단일통로복강경충수절제술이 유용한가? 안수민 (한림의대) / 578

소아 O-II-03 소아 복강경 위저부주름술의 단일기관 경험 이상훈 (성균관의대) / 579

소아 O-II-04 만성특발성혈소판감소증 소아에서 복강경하 비장절제술 후의 장기추적결과: 
단일기관의 경험 정재희 (가톨릭의대) / 579

소아 O-II-05 Long-term outcome of Laparoscopic herniorraphy in children: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ingle center cohort study 부윤정 (고려의대) / 580

소아 O-II-06 Hirschsprung’s disease로 TERPT를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상태 및 

수술 방법에 따른 수술 후 결과 초기 연구 김수홍 (부산의대) / 580

소아 O-II-07 생리식염수 관장의 도움하에 시행하는 복강경 장중첩증 정복술의 초기경험

정은영 (계명의대)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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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O-II-08 대변덩이로 오인된 23개월 여아의 후복막 신경절신경아세포종의 

복강경적 절제술 1례 김성민 (가천의대) / 581

소아 O-II-09 복강내 폐격절(pulmonary sequestration)로 오인된 횡격막내 폐격절의 

복강경적 절제술 1례 김성민 (가천의대) / 582

소아 O-II-10 위염전을 동반한 선천성 식도주위 열공탈장 1례 박준범 (충남의대) / 583

소아 O-II-11 영아에서의 횡행전위고환 - 증례보고 정은영 (계명의대) / 583

10:40∼11:00 휴  식

11:00∼12:00 일반연제 III (위장관, 기타) 좌장: 정연준 (전남의대), 남소현 (인제의대)

소아 O-III-01 ELBW 환자의 복부수술 김현영 (서울의대) / 584

소아 O-III-02 A형 선천성 식도 폐쇄증의 수술방법에 따른 예후 비교 허연주 (서울의대) / 585

소아 O-III-03 긴 간격의 식도폐쇄증의 조기 일차 교정 김신영 (가톨릭의대) / 585

소아 O-III-04 난치성 식도협착 환자에서 mitomycin C를 이용한 풍선 확장술의 

임상적 경험 장은영 (연세의대) / 586

소아 O-III-05 히르슈슈프룽병 환자에서 미성숙 신경절 세포의 빈도 및 그 의의 양희범 (서울의대) / 587

소아 O-III-06 히르쉬스프룽병의 프로테오믹스 분석 박태진 (경상의대) / 587

소아 O-III-07 이상와 새동의 임상양상과 치료 황지희 (울산의대) / 588

소아 O-III-08 복벽 개열증과 선천복벽탈장의 25년간의 경험 좌은경 (울산의대) / 588

소아 O-III-09 나팔관이 유착된 서혜부 탈장에서 cone mesh를 이용한 수술

주인호 (주종수 외과의원) / 589

소아 O-III-10 한국어판 '변형-예일 수술 전 불안검사'의 신뢰성과 유효성 평가 정규환 (서울의대) / 590

소아 O-III-11 설근내갑상설관낭종의 부분적 절제와 조대술을 통한 성공적 치료 1예

홍영주 (연세의대) / 591

Poster 전시

소아 P-01 소아에서 난소 기형종과 동반된 복강내 글라이오시스 변제익 (서울의대) / 594

소아 P-02 소아에서 신이식 후 발생하여 소장천공을 유발한 림프세포증식질환 1례

박준범 (충남의대) / 594

소아 P-03 Retroperitoneal enterogenuos cyst with colonic duplication cyst: 
Case report of 9-month-old infant. 홍영주 (연세의대) / 595

소아 P-04 소아에서 직접 서혜 탈장 1 례 홍영주 (연세의대) / 595

소아 P-05 Water jet injury에 의한 perineal injury, 증례발표 1례 유재승 (인하의대) / 596

소아 P-06 급성 요폐색으로 나타난 듀하멜 수술후 거대대변증 박태진 (경상의대) / 596

소아 P-07 선천성 다발 기형을 동반한 담도 폐쇄증 박수빈 (울산의대)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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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Pediatric Surgery Program
[Grand Ballroom I (Room 101), COEX]

13:30∼15:10 Symposium 1. Intestinal failure (IF)

Moderator: Kum-ja Choi (Ewha Womans Univ. Medical Center, Korea),
Seung Hoon Choi (Yonsei Univ., Korea)

13:30∼13:50 Medical Management for IF
Myung Duk Lee (The Catholic Univ. of Korea Seoul St. Mary's Hosp., Korea)

13:50∼14:10 Surgical Management of Intestinal Failure
Heung Bae Kim (Boston children's Hosp., USA)

14:10∼14:30 Japan Experience for Intestinal Rehabilitation and Intestinal Transplantation
Motoshi Wada (Tohoku Univ. Hosp., Japan)

14:30∼14:50 Multivisceral Transplantation for Abdominal Malignancies in Children
Heung Bae Kim (Boston Children's Hosp., USA)

14:50∼15:10 Discussion

15:10∼15:30 Break

15:30∼17:10 Symposium 2. Biliary Atresia

Moderator: Seong-Cheol Lee (Seoul National Univ. Children's Hosp., Korea),
Woohyun Park (Keimyung Univ. Dongsan Medical Center, Korea)

15:30∼15:50 Korean Experience for Biliary Atresia
Jung-Tak Oh (Severance Children's Hosp., Korea)

15:50∼16:10 Japan Experience for Biliary Atresia
Motoshi Wada (Tohoku Univ. Hosp., Japan)

16:10∼16:30 Liver Transplantation for Biliary Atresia in Korea
Suk-Koo Lee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16:30∼16:50 Pediatric Liver Al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Heung Bae Kim (Boston Children's Hosp., USA)

16:50∼17:1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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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대한외과감염학회 (Surgical Infection)]

외과감염 (Surgical Infection) Abstract Page: 200∼218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3:20∼16:5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1호]

13:20 회장인사 강중구 (대한외과감염학회 회장/일산병원)

13:30∼14:50 Session I. 외과감염의 문제점과 개선안 좌장: 강중구 (건강보험일산병원)

13:30∼13:50 국내 수술부위 감염관리 현황 박치민 (성균관의대) / 200

13:50∼14:10 외과감염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 해외사례 조사 안근수 (계명의대) / 200

14:10∼14:30 수술부위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내역 및 지원 우선순위

양진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07

14:30∼14:50 수술부위감염예방을 위한 수술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

허  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211

14:50∼15:10 Break

15:10∼16:50 Session II. 외과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좌장: 이우용 (성균관의대), 윤상섭 (가톨릭의대)

15:10∼15:30 외과감염감시 개선 방안 이길연 (경희의대) / 212

15:50∼16:10 수술실 내 외과감염관리 교육 방안 김명숙 (서울아산병원) / 214

16:10∼16:30 수술부위감염 상처관리 교육 방안 이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 214

16:30∼16:50 외과감염관리를 위한 Team approach 공성호 (서울의대)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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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외과대사영양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외과대사영양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Abstract Page: 220∼235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3:30∼17:3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8호]

13:30∼15:10 Educational Session: Nutritional Support in Special Condition

좌장: 박광민 (울산의대), 이혁준 (서울의대)

13:30∼13:50 1. Trauma patient 조항주 (가톨릭의대) / 220

13:50∼14:10 2. Old-old age patient 이세열 (전북의대) / 221

14:10∼14:30 3. Short bowel patient 김현영 (서울의대) / 223

14:30∼14:50 4. Crohn's disease 조용범 (성균관의대) / 226

14:50∼15:10 5. Cancer terminal patient 김진영 (계명의대 내과) / 228

15:10∼15:30 Break

15:30∼16:30 Overview of KSSMN Guideline (Part II)

좌장: 한호성 (서울의대), 박성흠 (고려의대)

15:30∼15:45 1. 영양지원의 실제 - Enteral Nutrition 공성호 (서울의대) / 231

15:45∼16:00 2. 정규 수술 환자에서 영양지원 이인규 (가톨릭의대) / 233

16:00∼16:15 3. 중환자에서 영양지원 황대욱 (서울의대) / 234

16:15∼16:30 4. 외과적 합병증 환자에서 영양지원 서경원 (고신의대) / 235

16:30∼17:20 Free Paper 좌장: 한명식 (강릉아산병원), 이문수 (순천향의대)

대사영양 O-1 위암환자에서 위절제술후 조기 경구영양 실패의 이유와 위험인자들 김한수 (전남의대) / 480

대사영양 O-2 생체부분 간이식 후 조기 장관 영영 공급은 수혜자의 영향 상태를 호전시킨다.
김종만 (성균관의대) / 481

대사영양 O-3 영양공급이 필요한 수술 후 환자에서 new 3-chamber TPN의 임상적 효과

정규환 (서울의대) / 481

대사영양 O-4 복부수술 후 환자에서 어유를 포함한 지방유제의 조성변경에 따른 임상적 효과

금민애 (울산의대) / 482

대사영양 O-5 장기 입원한 외과계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 이대상 (성균관의대) / 483

대사영양 O-6 췌두십이지장절제술 후 영양지표로서의 혈청 retinol binding protein에 대한 평가

배상인 (전북의대) / 484

대사영양 O-7 위암환자에서 위절제술후 항생제 사용기간에 따른 수술부위감염 위험도의 비교: 
수술중 단독 사용과 수술 후 연장사용간의 대규모 비무작위 비교연구

정  오 (전남의대) / 484

17:20∼17:30 학술상 시상 전해명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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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전시

대사영양 P-01 위절제수술후 위암 환자의 영양 상태 민재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488

대사영양 P-02 복부대동맥 수술 후 발생한 베르니케 뇌병증 1예 박정윤 (인제의대)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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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중환자외과 (Surgical Critical Care) Abstract Page: 238∼253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08:50∼17:0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II [105호]

08:50∼09:00 Welcome Address 김정철 (전남의대)

09:00∼11:30 Session I. Free Paper

09:00∼10:15 Acute care surgery I: Trauma, Emergency Surgery

좌장: 박재정 (가천의대), 배금석 (연세의대)

외상중환자 O-I-01 소화성궤양 수술에서 선형 문합기로 인하여 발생한 간문부 손상: 
증례보고 박영목 (부산의대) / 600

외상중환자 O-I-02 중증외상성출혈환자에게 손상통제소생술의 적용 정경원 (아주의대) / 600

외상중환자 O-I-03 간, 비장손상 환자에서 혈관색전술 실패의 예측인자 김경민 (연세원주의대) / 601

외상중환자 O-I-04 탐색개복술을 시행받은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에 있어 trauma activation의 영향:
Trauma activation 전후의 비교분석 유영선 (조선의대) / 602

외상중환자 O-I-05 대학병원 응급실에 대원한 골반골 손상 환자 201명에 대한 분석: 
혈관 동반손상 환자를 중심으로 신홍경 (서울의대) / 602

09:00∼11:30 Session I. Free Paper

10:15∼11:30 Acute Care surgery II: Surgical Critical Care

좌장: 이태의 (건국의대), 박세혁 (국립의료원)

외상중환자 O-II-01 응급 소장 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및 사망률에 대한 위험 인자

이승환 (연세의대) / 603

외상중환자 O-II-02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환자의 역학 및 균조성 장지영 (연세의대) / 604

외상중환자 O-II-03 대장암 수술후 문합부 누출환자에서 다재내성균의 출현의 위험인자

이대상 (성균관의대) / 605

외상중환자 O-II-04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정윤중 (울산의대) / 605

외상중환자 O-II-05 중증 외상 환자에 있어 열량요구량에 대한 연구 김태현 (울산의대) / 606

11:30∼12:00 Session II. Poster Session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Room 103]

12:30∼13:30 Luncheon Symposium (Sponsored by Covidien) [Room 103]

좌장: 박영규 (전남의대)
Experience of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System in Laparoscopic Gastric Cancer Surgery

김영우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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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5 Session III. Korean Disaster Surgical Response Team (KDSuRT)

좌장: 왕순주 (대한재난의학회장), 김정철 (전남의대)

13:30∼13:55 한국재난대응팀 (KDSuRT) 김남렬 (고려의대) / 238

13:55∼14:20 한국대량재난시스템 윤순중 (소방방재청 119구조과장) / 241

14:20∼14:45 한국형 DMAT 김주현 (인제의대) / 245

14:45∼15:10 일본의 재난대응경험 (후쿠시마원전)

Yasuhiro Otom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 Japan) / 246

15:10∼15:35 군의 재난대응시스템 이재혁 (국군의무사령부 양주병원) / 246

15:35∼16:00 Break

16:00∼17:00 Session IV. Panel discussion - Acute Care Surgery

좌장: 설지영 (충남의대), 박제훈 (인제의대)

16:00∼16:10 Acute care surgery란 이재길 (연세의대) / 250

16:10∼16:20 Acute care surgery 국내진료현황 박치민 (성균관의대) / 250

16:20∼16:30 Acute care surgery 수련과정 홍석경 (울산의대) / 251

16:30∼16:40 Acute care surgery 술기교육 김재훈 (부산의대) / 252

16:40∼17:00 Discussion

Poster 전시

외상중환자 P-01 자상에 의한 목 외상 후 발생한 뇌경색 - 증례 보고 심홍진 (연세원주의대) / 610

외상중환자 P-02 복부 외상 후 발생한 하대정맥혈전증의 치료 증례 보고 정필영 (연세원주의대) / 610

외상중환자 P-03 복부 둔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들의 

임상 양상에 대한 고찰 배정민 (동국의대) / 611

외상중환자 P-04 직장 손상으로 혈복강을 유발한 외상성 가성 동맥류 파열 박정윤 (인제의대) / 611

외상중환자 P-05 Mesh와 Vacuum Assisted closure를 이용한 둔상 후 탈장 동반 

복벽 파열의 치료 유영선 (조선의대) / 612

외상중환자 P-06 가해자에 따른 자창의 임상적 결과의 비교 안상현 (가톨릭의대) / 613

외상중환자 P-07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한 기종성 신우신염 1예 신창현 (인제의대) / 613

외상중환자 P-08 외상에 의한 복강내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외상성 복벽탈장 1예

이택구 (충북의대) / 614

외상중환자 P-09 복부개방창상을 장피누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흡인주머니를 이용한 

음압상처치료법 안병규 (한양의대)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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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Gastric Cancer) Abstract Page: 256∼280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08:50∼17:0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I [103호]

08:50∼09:00 Opening Remark 양두현 (대한위암학회 회장/전북의대)

09:00∼10:40 Oral Presentation

위암 O-01 상부조기위암 환자에서 복부 식도를 보존한 근위위절제술과 

역류성 식도염의 감소에 대한 고찰 허연주 (서울의대) / 618

위암 O-02 위암환자에 대한 복강경 체내문합술중에 종양위치확인방법 김범수 (울산의대) / 619

위암 O-03 위암환자에 있어 복부비만이 수술 후 예후와 전체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김지현 (가톨릭의대) / 619

위암 O-04 위절제술에 따른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체성분 변화 권오경 (경북의대) / 620

위암 O-05 진행성 위암에서의 복막 재발을 예측하기 위한 액체 기반 

세포검사의 유용성 유한모 (가톨릭의대) / 621

위암 O-06 근치적 절제를 시행한 한국위암환자를 위한 생존 노모그램: 
외부 검증을 포함한 다기관 후향분석 엄방울 (국립암센터) / 622

위암 O-07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환자에서 퇴원후 수술 합병증에 대한 

예측인자로써 WBC/CRP 유용성 김한수 (전남의대) / 622

위암 O-08 위절제술 후의 초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 중 내시경의 

안정성 및 유용성 박지호 (경상의대) / 623

위암 O-09 복강경 위 절제술 후 합병증에 관한 고찰: 위암환자 826명에 대한 

단일 기관의 경험 최창인 (부산의대) / 624

위암 O-10 조기위암 환자에서 내시경적 치료의 확대적응증의 안전성 정귀애 (순천향의대) / 624

10:40∼11:00 Break

11:00∼12:30 Symposium I. Update of Gastric ESD

좌장: 정훈용 (울산의대), 박영규 (전남의대)

1. ESD for undifferentiated cancer - rationale and recent experiences
민병훈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 256

2. Pathologic evaluation of the lymphovascular invasion 박도윤 (부산의대 병리과) / 257

3. Management of ESD complications 김정환 (건국의대 소화기내과) / 258

4. Hybrid procedure 김용진 (순천향의대) / 262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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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20 Symposium II. Gastric Surgery for Function Improvement

좌장: 육정환 (울산의대), 정호영 (경북의대)

1.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류근원 (국립암센터) / 263

2. Pylorus preserving gastrectomy 이혁준 (서울의대) / 266

3. Proximal gastrectomy 민영돈 (조선의대) / 268

4. Palliative treatment for gastric cancer obstruction

1) Endoscopic intervention 김찬규 (국립암센터) / 270

2) Surgery 김진조 (가톨릭의대) / 272

15:20∼15:40 Break

15:40∼16:50 Symposium III. Chemotherapy

좌장: 권성준 (한양의대), 정현철 (연세의대 종양내과)

1. Current status of postoperative adjuvant treatment in gastric cancer; 
Comparison of TS-1 vs XELOX 강석윤 (아주의대 종양혈액내과) / 273

2. What is the standard chemotherapy for unresectable gastric cancer?
심선진 (가천의대 혈액종양내과) / 275

3. What's the role of targeted agents in advanced gastric cancer?
이근욱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 279

16:50∼17:00 Closing Remark 박조현 (대한위암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Poster 전시

위암 P-01 조기 위암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에 비교한 로봇위절제술의 유용성

박지연 (순천향의대) / 628

위암 P-02 진행된 위암에서 수술 후 절제연의 미세한 종양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우정우 (서울의대) / 628

위암 P-03 비치유성 위암에서 원발종양의 수술적 절제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정  오 (전남의대) / 629

위암 P-04 원격전이 위암에서 항암치료이후 근치적 목적의 위절제술이 필요한가?
신현백 (연세의대) / 630

위암 P-05 위식도 접합부에 근접한 위점막하 종양에 대한 위쐐기절제 후 

위식도 역류의 발생 증가 이정선 (가톨릭의대) / 630

위암 P-06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에서 델타형 위십이지장 문합술의 단기 및 

장기 결과에 대한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에서 기존 

빌로스 I형 문합술과의 비교 분석 이한홍 (가톨릭의대)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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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P-07 근치적 위암 절제술 후 재발의 진단에 있어 종양표지인자 

CEA, CA 19-9의 가치 이응창 (서울의대) / 631

위암 P-08 위암의 복강경 위전절제술 후 체내 식도-공장 문합 박지연 (순천향의대) / 632

위암 P-09 I기 및 II기 위암 환자에서 고령 인자가 전체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양준영 (서울의대) / 632

위암 P-10 위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mucin, p53, c-erbB2 
발현과의 관계 조지훈 (고신의대) / 633

위암 P-11 위암의 IIA 병기에 있어서 보조항암요법의 효과 이경구 (서울의대) / 634

위암 P-12 증식성 용종에서 기원한 조기위암 조준민 (고려의대) / 634

위암 P-13 위 체부에 발생한 원발성 악성 흑색종 조준민 (고려의대) / 635

위암 P-14 The differences in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and reviews among signet 
ring cell, mucinous, papillary, and lymphoepithelioma-like carcinoma in 
advanced gastric cancer 김기한 (동아의대) / 635

위암 P-15 위암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된 담관암 이서희 (충북의대) / 636

위암 P-16 위절제후 지연성 출혈을 동반한 가성동맥류 1례 이승수 (경북의대) / 636

위암 P-17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의 효과

한민수 (경희의대) / 637

위암 P-18 위점막하종양의 복강경-내시경 동시수술의 조기 경험 임만섭 (한림의대) / 638

위암 P-19 치료받지 않은 조기위암의 자연사; 증례 보고 1예 하태순 (순천향의대) / 638

위암 P-20 술전 조기위암으로 진단 되었던 진행성 위암 환자의 임상 병리학적 특징에 

대한 분석 이시학 (부산의대) / 639

위암 P-21 복강경 위수술을 받은 위암환자에서 Ligasure와 harmonic scalpel을 

이용 하였을 때의 수술결과의 비교 김형일 (연세의대) / 640

위암 P-22 위상부절제술 이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증의 내시경적 풍선확장술을 

이용한 치료 배강호 (울산의대) / 640

위암 P-23 믹소이드 종양형태로 발현한 KIT음성의 위장관 기질성 종양 1례 보고

안혜성 (서울의대) / 641

위암 P-24 위암의 국민건강보험 상태에 따른 생존율 비교 장재성 (서울의료원)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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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유방 (Breast Cancer)]

유방 (Breast Cancer) Abstract Page: 282∼302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 2013년 11월 23일(토) 09:00∼16:00

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III [104호, 105호]

[104호]

09:00∼10:20 Free Paper I 좌장: 조영업 (인하의대), 손병호 (울산의대)

유방 O-I-1 Matriptase 저하를 통한 유방암 세포의 전이 억제 김선광 (전북의대) / 644

유방 O-I-2 유방암 환자에서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로서의 MACC1(Metastasis-associated 
in colon cancer). 신선형 (전남의대) / 644

유방 O-I-3 Expression of aquaporin 5 and its polymorphism predicts survival in 
patients with early breast cancer 정진향 (경북의대) / 645

유방 O-I-4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에서 BRCA 유전자 변이 유병률에 

대한 최신 분석 선  영 (서울의대) / 645

유방 O-I-5 양성, 악성 유방 병소 감별에서 초음파 영상의 차이점: 음향 복사력 

임펄스 영상법의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탄성력의 비교 김윤석 (고신의대) / 646

유방 O-I-6 유방암진단에 있어 유방 특이 감마 촬영술의 효용성 및 정확성 오현화 (건양의대) / 647

유방 O-I-7 섬유상피성 종양의 299개 증례 보고 이강율 (한림의대) / 647

유방 O-I-8 중심바늘생검에서 진단된 유방 섬유상피종 중 엽상종양과 관련된 인자들

정재학 (서울의대) / 648

10:20∼10:40 Break

10:40∼12:00 Free Paper II 좌장: 김승일 (연세의대), 김성용 (순천향의대)

유방 O-II-1 외래환자에서 여성형유방증의 수술적 치료 윤인상 (CNC미앤유외과) / 648

유방 O-II-2 유방 보존술에 있어 TIVA의 유용성 강진구 (경북의대) / 649

유방 O-II-3 유방암에서 유방보존술 후 종양성형적 용적치환술의 결과 분석 최향희 (경북의대) / 650

유방 O-II-4 좁은 절제면을 갖는 양성과 경계성 엽상종양에서 재절제술의 의미

유영재 (전남의대) / 651

유방 O-II-5 림프절 전이가 없는 T1,T2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항암치료의 효과

이주영 (한국원자력의학원) / 651

유방 O-II-6 폐경 전 유방암 환자에서 난소기능보존을 위한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

사용이 유방암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성균관의대) / 652

유방 O-II-7 선행화학 요법 후 액와 림프절의 예후 인자로서의 역할 정승필 (고려의대) / 653

유방 O-II-8 유방암에서 수술 전 보조항암화학요법를 시행한 환자의 재발양상 및 

관련된 인자들 이연옥 (한림의대)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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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유방 (Breast Cancer)]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103호]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14:00∼15:30 Symposium I. Management of Benign Disease

좌장: 김정수 (가톨릭의대), 김이수 (한림의대)

14:00∼14:20 Imaging diagnosis 조나리야 (서울의대 영상의학과) / 282

14:20∼14:40 Management of papilllary neoplasm 박민호 (전남의대 외과) / 285

14:40∼15:00 Management of inflammatory disease 정파종 (정파종외과) / 287

15:00∼15:20 Management of gynecomastia 서준석 (클리닉유) / 289

15:20∼15:30 Discussion

15:30∼15:50 한국유방암학회 임시총회

15:50∼16:00 한국유방건강재단 하반기 학술 연구비 전달식

[105호]

09:00∼10:20 VIDEO Session I  좌장: 박성환 (대구가톨릭의대)

09:00∼09:25 Skin sparing, NAC sparing mastectomy 안세현 (울산의대 외과) / 292

09:25∼09:50 Endoscopic matectomy 신혁재 (명지병원 외과) / 293

09:50∼10:15 Sehtinal node biopsy and arm node preserving axillary dissection
이수정 (영남의대) / 293

10:15∼10:20 Discussion

10:20∼10:40 Break

10:40∼12:00 VIDEO Session II 좌장: 윤정한 (전남의대)

10:40∼11:05 Conventional reconstruction 노태석 (연세의대 성형외과) / 294

11:05∼11:30 OPS-Volume displacement technique 이정언 (성균관의대 외과) / 294

11:30∼11:55 OPS-Volume replacement technique
박호용 (경북의대 외과) / 양정덕 (경북의대 성형외과) / 296

11:55∼12:00 Discussion

12:00∼12:30 대한외과학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103호]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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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유방 (Breast Cancer)]

14:00∼15:30 Symposium II. Inflammatory Breast Cancer

좌장: 오세정 (가톨릭의대), 노우철 (원자력의학원)

14:00∼14:20 Pathology of inflammatory breast cancer 박경미 (인제의대 병리과) / 297

14:20∼14:40 Chemotherapy of inflammatory breast cancer 손주혁 (연세의대 종양내과) / 298

14:40∼15:00 Surgical management of inflammatory breast cancer 이지연 (부산의대 외과) / 299

15:00∼15:20 Radiation therapy of inflammatory breast cancer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 300

15:20∼15:30 Discussion

15:30∼15:50 한국유방암학회 임시총회 (Room 104)

15:50∼16:00 한국유방건강재단 하반기 학술 연구비 전달식 (Room 104)

Poster 전시

유방 P-01 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lymphedema after breast cancer surgery
정영주 (대구가톨릭의대) / 656

유방 P-02 유방암에서 기존 TNM병기에 비해 종양의 3차원적 부피의 중요성

최재우 (서울의대) / 656

유방 P-03 수술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환자에서의 선행화학요법: Taxane과 

Anthracycline을 사용한 선행화학요법의 반응과 장기적인 예후 정호철 (충남의대) / 658

유방 P-04 맘모그래피에서만 확인된 BIRADS 카테고리 4의 미세석회병변에 대한 

유방감마스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조민정 (건국의대) / 659

유방 P-05 복강내 폐색을 동반한 전이성 유방암 김용석 (가톨릭의대) / 659

유방 P-06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trastuzumab의 사용 효과 변장무 (원자력병원) / 660

유방 P-07 T1-2 stage, 액와 림프절양성인 Luminal A type 유방암에서 항암요법은 

생략가능한가? 곽희용 (가톨릭의대) / 661

유방 P-08 유방암에서 CA 19-9가 상승한 증례 천성욱 (건양의대) / 661

유방 P-09 연소성 섬유선종에서 발생한 관상피내암: 증례 보고 김신일 (고려의대) / 662

유방 P-10 선행화학항암요법 후 감시림프절 생검술의 유용성 정승필 (고려의대) / 663

유방 P-11 다양한 종류의 분비성 유방암의 특징과 치료 정승필 (고려의대) / 663

유방 P-12 수술 방법에 따른 유방전전제술의 생존율 비교: 단일 기관의 후향적 연구

이새별 (울산의대) / 664

유방 P-13 비정형 미세관 선증에서 발생한 침윤성 유방암: 증례보고 오현화 (건양의대) / 665

유방 P-14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1 표현형 유방암줄기세포의 발현과 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 김윤석 (고신의대) / 665

유방 P-15 맥락막 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증례보고 한상아 (경희의대) / 666

유방 P-16 유방암에서 BI-RADS 분류의 임상적 의의 김주연 (경상의대)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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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유방 (Breast Cancer)]

유방 P-17 유방암에서의 면역세포와 예후인자와의 관계 (초기보고) 이안복 (이화의대) / 668

유방 P-18 유방암환자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치료반응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18-FDG PET/CT의 유용성: 조직학적 아형에 따른 차이 이무현 (국립암센터) / 668

유방 P-19 유두 보존 유방 절제술의 종양학적인 안정성 장용선 (인하의대) / 669

유방 P-20 유방암 환자의 수술전 항암치료시 당뇨가 항암치료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이혜윤 (고려의대) / 670

유방 P-21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 유두선종 신선형 (전남의대) / 670

유방 P-22 호르몬수용체양성 유방암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Ki-67, HER2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김효선 (계명의대) / 671

유방 P-23 유방암 수술시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동시유방재건술의 

후향적 결과 분석 유지영 (국립암센터)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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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임상종양 (Clinical Oncology)]

임상종양 (Clinical Oncology)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 KOSIS 프로그램의 초록은 KOSIS 초록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ate: November 23(Sat), 2013 10:30∼17:40

Venue: Grand Ballroom II (Room 103), COEX

KOSIS Clinical Oncology Program

10:30∼10:35 Opening Hae-Myung Jeon (President, Kore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The Catholic Univ.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 Korea)

10:35∼12:00 Symposium 1. Loo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of Surgical Oncology:

Present and Future for Surgical Oncologists and General Surgeons

Moderator: Bong Hwa Lee (Hallym Univ. Medical Center, Korea)

10:35∼11:00 Future Perspectives of Surgical Oncologist and Kore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Nam Kyu Kim (Chairman, Kore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Severance Hosp., Korea)

11:00∼11:30 Organisation of ESSO/ BASO 2014 in Liverpool
Riccardo A. Audisio (President-Elect, European Society of Surgical Oncology / The Univ. of Liverpool, St Helens Hosp., UK)

11:30∼12:00 The Leadership Role of the Surgeon and The Society of Surgical Oncology in 
Improving Multidisciplinary Cancer Care

Mitchell C. Posner (Past President, Society of Surgical Oncology, The Univ. of Chicago Medicine, USA)

12:00∼12:30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Room 103]

12:30∼13:30 Luncheon Symposium [Room 103]

14:00∼15:30 Symposium 2. State of the Art Surgical Oncology I: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Innovative Treatment for the Colorectal Liver Metastasis

Moderator: Jin Cheon Kim (ASAN Medical Center, Korea),

Riccardo A. Audisio (The Univ. of Liverpool, St Helens Hosp., UK)

14:00∼14:20 What is the Optimal Neoadjuvant Treatment for Colorectal Liver Metastasis?
Seong Taek Oh (The Catholic Univ. of Korea Seoul St. Mary's Hosp., Korea)

14:20∼14:40 Surgical Management for Colorectal Liver Metastasis
Jin Sub Choi (Severance Hosp., Korea)

14:40∼15:10 Optimal Management of Colorectal Liver Metastases Now and in the Future
Mitchell C. Posner (Past President, Society of Surgical Oncology / The Univ. of Chicago Medicine, USA)

15:10∼15:30 Discussion (Discussant) Kwang Ho Kim (Ewha Women’s Univ. Mokdong Hosp., Korea)

Kwang Wook Suh (Ajou Univ. Medical Cen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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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임상종양 (Clinical Oncology)]

15:30∼16:00 Break

16:00∼17:30 Symposium 3. State of the Art Surgical Oncology II: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Innovative Treatment for the Breast Cancer

Moderator: Jeoung Won Bae (Korea Univ. Anam Hosp., Korea)

Jung-Han Yoon (Chonnam National Univ. Hwasun Hosp., Korea)

16:00∼16:20 Personalized Medicine for Breast Cancer Patients
Wonshik Han (Seoul National Univ. Hosp., Korea)

16:20∼16:40 Adjuvant Hormonal Therapy for Very Young Breast Cancer Patients
Woo Chul Noh (Korea Cancer Center Hosp., Korea)

16:40∼17:10 Breast Cancer in Older Women
Riccardo A. Audisio (President-Elect, European Society of Surgical Oncology

 / The Univ. of Liverpool, St Helens Hosp., UK)

17:10∼17:30 Discussion (Discussant) Lee Su Kim (Hallym Univ. Sacred Heart Hosp., Korea)

Joon Jeong (Gangnam Severance Hosp., Korea)

17:30∼17:40 Closing Nam Kyu Kim (Chairman, Kore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Severance Hosp., Korea)

17:40∼18:00 Closing Ceremony (Awards ceremony)

Poster 전시

임상종양 P-01 성인에서 복벽종괴로 발견된 요막관 낭종 1례 김송이 (강원의대) / 674

임상종양 P-02 자발파열된 비장의 원발성 혈관육종: 1례 보고 김희준 (전남의대) / 674

임상종양 P-03 STK11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반한 Peutz-Jeghers 증후군의 증례

김인환 (대구가톨릭의대)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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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탈장 (Hernia)]

탈장 (Hernia) Abstract Page: 304∼308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09:00∼12:3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1호]

09:00∼10:20 Free Paper 좌장: 최윤백 (울산의대), 양대현 (한림의대)

탈장 O-1 교액성 폐쇄공 탈장의 복강경적 치료 1례 김민기 (가톨릭의대) / 678

탈장 O-2 복강경 복막외접근 탈장 교정술의 학습곡선: PHS 수술을 통한 

후방접근 해부학 이해의 유용성 서경원 (고신의대) / 678

탈장 O-3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간경화환자에서의 탈장수술 천성욱 (건양의대) / 679

탈장 O-4 IPOM 후에 생긴 내탈장의 TEP 경험 김종태 (진주제일병원) / 679

탈장 O-5 고령환자의 복강경하 탈장교정술의 유용성 조성신 (경희의대) / 680

탈장 O-6 서혜부 탈장처럼 돌출된 후복막 지방육종 노상문 (대구파티마병원) / 680

탈장 O-7 우측 서혜관을 따라 자라난 후복막 중피낭종 김명진 (순천향의대) / 681

10:30∼12:00 Symposium. Reappraisal of Double Layer Hernia Repair

좌장: 조해창 (파티마병원), 설지영 (충남의대)

1. Technical tips for PHS 김갑태 (전주예수병원) / 304

2. Lichtenstein vs PHS 김종수 (삼일병원) / 305

3. Laparoscopic TEP vs PHS 김명진 (순천향의대) / 305

4. Ideal CP for hernia surgery under DRG system 강길호 (화인메트로병원) / 307

12:00∼12:30 탈장학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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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Vascular Surgery)

※ 일반연제 구연, 포스터 발표, 포스터 전시초록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 KOSIS 프로그램 Symposium 1. AV access, Symposium 2. DM foot and vasculopathy, 의 초록은

KOSIS 초록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09:00∼18:3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I [101호], 컨퍼런스룸(북) [203호]

KOSIS Vascular Surgery Program
[Grand Ballroom I (Room 101), COEX]

08:40∼09:00 Opening Ceremony

09:00∼10:20 Symposium 1. AV access

Moderator: Jang Sang Park (The Catholic Univ. of Korea Seoul St. Mary's Hosp., Korea),
Bo Yang Suh (Yeungnam Univ. Hosp., Korea)

09:00∼09:12 Debate: (Pro) Fistula First is Still Optimal in Most Patients in the Era of K/DOQI
Hyoung Tae Kim (Keimyung Univ. Dongsan Medical Center, Korea)

09:12∼09:24 Debate: (Cons) Fistula First is Still Optimal in Most Patients in the Era of K/DOQI
Dan Song (Soon Chun Hyang Univ. Hosp. Seoul, Korea)

09:24∼09:36 AV Access Maturation Eugene S. Lee (UC Davis Health System, USA)
09:36∼09:48 Westmead Hosp. Experience in AV Access in the New Era 

Tae Cho (Westmead Public Hosp., Austrailia)
09:48∼10:00 Local Delivery of Paclitaxel to Inhibit Intimal Hyperplasia in AV Graft

Dae Joong Kim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10:00∼10:20 Discussion

10:20∼10:4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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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2:00 Symposium 2. DM foot and vasculopathy

Moderator: Dong Ik Kim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Ku-Yong Chung (Ehwa Womans Univ. Medical Center, Korea)

10:40∼10:52 Vasculopathy in Diabetic Foot: What is the Difference?
Sang Seob Yun (The Catholic Univ. of Korea St. Paul's Hosp., Korea)

10:52∼11:04 Surgical Bypass for Diabetic Vasculopathy: Technical Tips and Role of Bypass
Jeong Hwan Jang (Chosun Univ. Hosp., Korea)

11:04∼11:16 Endovascular Treatment of Diabetic Vasculopathy: Technical Tips and Results
Sang-Su Lee (Pusan National Univ. Yangsan Hosp., Korea)

11:16∼11:28 Current Concept of Revascularization for Diabetic Vasculopathy
Eugene S. Lee (UC Davis Health System, USA)

11:28∼11:40 DM Foot & Vasculopathy Tae Cho (Westmead Public Hosp., Austrailia)
11:40∼12:00 Discussion

12:30∼13:30 Luncheon Symposium [Room 103]

[컨퍼런스룸 (북) (203호)]

13:30∼14:30 Scientific Paper Session I

좌장: 정중기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허  승 (경북의대)

혈관 O-I-1 외번 경동맥내막절제술과 고식적 경동맥내막절제술의 결과 비교 조자윤 (경북의대) / 684

혈관 O-I-2 경동맥 협착 측정에 있어서 혈관 조영술과 비교한 CT multiplanar reformation의

정확도 현슬기 (계명의대) / 684

혈관 O-I-3 타카야수 혈관염으로 인한 상부 대동맥 병변의 질병의 활성도에 따른 

치료 성적 허선희 (성균관의대) / 685

혈관 O-I-4 원위부 기인 정맥편 우회로술 결과 분석 김효신 (조선의대) / 686

혈관 O-I-5 당뇨족의 무릎이하 혈관재개통술을 angiosome concept에 의존해야 하는가?
박재영 (서울의대) / 687

혈관 O-I-6 장골동맥 분지형 스텐트그라프트를 이용한 복부대동맥류 혈관내 치료

윤우성 (대구가톨릭의대) / 687

14:30∼15:30 Scientific Paper Session II 좌장: 문인성 (가톨릭의대), 권오정 (한양의대)

혈관 O-II-1 정맥류 치료에서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과 레이져정맥폐쇄술 후의 

공기 혈량측정법을 이용한 혈류역학적 변화의 비교 조찬우 (성균관의대) / 688

혈관 O-II-2 하대정맥혈관 필터의 제거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

박형민 (서울의대)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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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O-II-3 심부정맥 혈전증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항응고제인 rivaroxaban의 

안정성 및 혈액응고검사에 미치는 영향 현슬기 (계명의대) / 689

혈관 O-II-4 생심샘정맥 역류의 치료 결과 허선희 (성균관의대) / 690

혈관 O-II-5 위팔동맥-내경정맥 혈액투석 인조혈관 동정맥루 윤상철 (순천향의대) / 691

혈관 O-II-6 동정맥루 부전에 대한 혈관내 시술 및 수술적 근위부 

우회술에 대한 고찰 권현욱 (울산의대) / 691

15:30∼15:50 Break

15:50∼16:50 Scientific Paper Session III 좌장: 홍기천 (인하의대), 권태원 (울산의대)

혈관 O-III-1 경피적 혈전제거기의 초기경험 김장용 (가톨릭의대) / 692

혈관 O-III-2 신장근접 복부대동맥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경험 박양진 (성균관의대) / 693

혈관 O-III-3 비파열성의 복부대동맥류 개복술 후 재 개복술의 임상 양상 한영진 (울산의대) / 693

혈관 O-III-4 복부대동맥류 스텐트-그라프트 혈관내 수술의 IFU(장치 적응증)에 

따른 수술 결과 비교 김윤섭 (대구가톨릭의대) / 694

혈관 O-III-5 단독 술자에 의한 복부대동맥류의 혈관내 치료의 초기결과 김기현 (부산의대) / 695

혈관 O-III-6 슬와동맥류를 동반하는 복부대동맥류 환자의 위험요소에 관한 

전향적 연구 박인혜 (성균관의대) / 695

16:50∼17:50 Quick Presentation I 좌장: 정상영 (전남의대), 이태승 (서울의대)

혈관 Q-1 천자가 힘든 자가동정맥루에서 초음파 유도하 지방흡입을 이용한 교정술

박양진 (성균관의대) / 698

혈관 Q-2 경동맥 내막절제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한 내경동맥과 총경동맥 협착증의 

하이브리드 치료 정희경 (경북의대) / 698

혈관 Q-3 하지동맥폐색증에서 시행된 하이브리드 혈관재건술의 결과 박윤영 (경희의대) / 698

혈관 Q-4 대동맥장골 분기점에 시행한 Kissing 스텐트의 장기결과: 단일기관경험

황홍필 (전북의대) / 699

혈관 Q-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 주요 동맥 질환의 현황에 

관한 분석 김미형 (가톨릭의대) / 700

혈관 Q-6 A case of endovascular repair for ruptured aortic arch aneurysm 조세나 (조선의대) / 700

혈관 Q-7 병적비만 환자에서 동정맥류 구조술로서 피하지방 절제술 현슬기 (계명의대) / 701

혈관 Q-8 심한 전완 동맥 협착을 보이는 당뇨병성 신부전 환자에서 

심상완동맥-척측피정맥문합 및 판막절개술을 적용한 자가정맥을 이용한 

동정맥루조성술 박찬희 (계명의대) / 701

17:50∼18:10 혈관외과학회 회장강연 혈관외과학회 신임회장 김현철

18:10∼18:30 혈관외과학회 정기총회

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소병준, 회장 김영욱, 총무 장정환, 총무 조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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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전시

혈관 P-01 인간화마우스를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유래 혈관세포의 기능성 검증

양흥모 (성균관의대) / 704

혈관 P-02 감염성 대동맥류 및 장골동맥류의 수술적 치료 윤중기 (서울의대) / 704

혈관 P-03 당뇨병성 말초 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 김효신 (조선의대) / 705

혈관 P-04 하지 심부정맥혈전증과 동반된 폐색전증의 예측인자 이재훈 (영남의대) / 706

혈관 P-05 유증상군 내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수술 시기에 따른 임상 결과 신창식 (인제의대) / 706

혈관 P-06 viabahn 을 이용한 대퇴동맥에 삽입된 스텐트 골절의 치료 이호균 (전남의대) / 706

혈관 P-07 국소적 좌측 총장골동맥류 수술교정 1례 김명조 (순천향의대) / 707

혈관 P-08 관절경후 발생한 발등동맥 가동맥류 권정남 (원광의대) / 707

혈관 P-09 말초삽입형중심정맥관 삽입시 초음파사용의 효과 손수미 (가톨릭의대) / 708

혈관 P-10 내장 동맥 및 신동맥 분지제거를 이용한 흉복부 대동맥류의 하이브리드 치료

정희경 (경북의대) / 709

혈관 P-11 바깥목정맥의 혈전성 정맥확장증 안현준 (인하의대) / 709

혈관 P-12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환자에서 동반된 급성 간문맥, 
상장간막 정맥 혈전증 1예 전강웅 (가톨릭의대) / 710

혈관 P-13 EVAR 후 endotention에 의해 발생한 지속적인 sac 크기 증가와 

modular disconnection에 대한 Relining technique의 적용 이희영 (인하의대) / 711

혈관 P-14 내경정맥 카테터 제거시 시행한 정맥조영술의 결과 주윤성 (좋은강안병원) / 711

혈관 P-15 다량의 운동을 하는 젊은 남자에서의 흉곽출구 증후군 임찬혁 (인하의대) / 712

혈관 P-16 미숙아에서 손등 정맥에 거치한 정맥바늘이 원인이 된 손가락의 

정맥성 괴저 문소향 (계명의대) / 712

혈관 P-17 재발성 급성심부정맥혈전증을 동반한 양측성 급성동맥폐색증 1예 박정윤 (인제의대)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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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Burn) Abstract Page: 310∼317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3:30∼17:0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13:30∼15:00 Symposium I. 외과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화상강좌

좌장: 문재환 (전 화상학회장), 허  준 (한림의대)

화상의 이해 김도헌 (한림의대) / 310

화상 드레싱의 실제 이주봉 (하나병원) / 311

화상의 수술 김세연 (하나병원) / 312

Artificial dermis의 적용 임해준 (한림의대) / 314

15:00∼15:30 Break

15:30∼17:00 Symposium II. Special Consideration in Burn Center

좌장: 전  욱 (한림의대), 정철수 (하나병원)

광범위 화상환자를 위한 cultured epidermal autograft (CEA)
문덕주 (베스티안병원) / 314

중화상환자에서의 CRRT의 임상적용 하전유 (푸른병원) / 314

Hypophosphatemia in BICU 양형태 (한림의대) / 315

The role of burn center in the treatment of wide skin and soft tissue injury
조용석 (한림의대)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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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교육연구회 (Surgical Education) Abstract Page: 320∼324

일시: 2013년 11월 23일(토) 09:00∼11:5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1호]

Theme: 외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09:00∼09:10 개회사 김선회 (외과교육연구회장)

09:10∼09:30 [소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상한제 김재중 (의학회 수련이사) / 320

09:30∼09:40 [패널]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외과 전공의의 입장

서상균 (중앙대학교병원 외과 전공의) / 321

09:40∼09:50 [패널]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중소병원의 입장 우고운 (한전병원 외과주임과장) / 322

09:50∼10:00 [패널] 대한외과학회의 대처방안 이길연 (외과학회 부총무) / 323

10:00∼10:15 Break

10:15∼11:30 [패널토의]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김선회 (외과교육연구회장)
패널: 김재중 (의학회 수련이사), 서상균 (외과 전공의),

우고운 (한전병원 외과장), 이길연 (외과학회 부총무)
11:30∼11:40 [Wrap-up]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문제점과 대처방안 노혜린 (인제의대) / 324

11:40∼11:50 폐회사 김선회 (외과교육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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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Surgical Robot Operation)]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Surgical Robot Operation) Abstract Page: 326∼341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3:30∼16:5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8호]

13:30∼15:00 Session I. Basics of Robotic Surgery 좌장: 김선한 (고려의대), 정웅윤 (연세의대)

1. What is robotic surgery 이우정 (연세의대) / 326

2. How to learn robotic surgery 김영우 (국립암센터) / 333

3. Establishing robotic surgery program 박중민 (중앙의대) / 333

15:00∼15:20 Break

15:20∼16:50 Session II. Update on Robotic Surgery

좌장: 한상욱 (아주의대), 이강영 (연세의대)

1. UGI 김민찬 (동아의대) / 335

2. HBP 최기홍 (연세의대) / 336

3. LGI 이길연 (경희의대) / 339

4. Endocrine 김훈엽 (고려의대)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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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Session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6:00∼17:3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1호]

16:00 Opening 김충배 (회장 / 연세의대)
정상설 (외과학회 이사장 / 가톨릭의대)

회원 소개

16:10∼16:30 History of ACS Korean Chapter 김충배 (연세의대)

16:30∼17:00 ACS 2013 참관기 김선회 (서울의대)
장항석 (연세의대)

17:00∼17:30 Discussion: ACS Korean Chapter 활성화 방안 좌장: 김선회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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