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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캠프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0년간 외과학의 발전과 외과학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임 운영진들은 자문위원님들
을 비롯한 8,0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학회의 높은
위상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학회 운영진들은 지혜를 모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주요 현안들
을 해결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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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7:00

16:00

18:00

15:00

17:00

14:00

16:00

13:00

15:00

12:00

(13:00-14:50)

전공의 프로그램
Chief Resident
Forum

(13:30-14:10)

입원전담전문의
세션

전공의 프로그램
(전공의 술기)
결선
(15:00-16:30)

(15:10-17:10)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4
(유방/갑상선내분비)

Break

(13:00-15:00)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3
(총론/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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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ymposi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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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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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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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수강좌
(1년차)
술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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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Luncheon
Symposium 1

(10:00-12:00)

지도전문의 교육 및
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교육

Break

300C

13:00

(11:00-12:30)

(09:00-11:00)

정책 세션 1

Opening Remark

(08:00-09:30)

지도전문의
교육

3F
300B

11:00

(10:10-12:10)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2
(간담췌/대장항문)

Break

(08:00-10:00)

300A

13:00

'야~나두
수술할 수 있다!'

205-206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1
(소아/혈관/이식)

등록

2F

10:00

(11:00-12:00)

(09:00-10:30)

전공의 프로그램
(전공의 술기)
예선

201-204

12:00

학생캠프 술기

외과술기연구회

(09:40-11:00)

연구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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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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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or
Award

105-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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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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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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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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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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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안내

대회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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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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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

ㆍ사전등록자는 1층 로비 등록대에서 명찰 수령 바랍니다.
28

ㆍ현장등록자는 1층 로비 등록대에서 현장등록 신청 후 명찰 수령 바랍니다.
30 32

27 29

3
6

>> 등록

7
10

31 33
8
11

[평점]

9
12

13

ㆍ대회장 내, 학술룸 앞에 비치된 바코드에 반드시 명찰을 1일 2회 (입장,
퇴장) 태그하셔야 합니다.
ㆍ명찰 수령 즉시 입장태그 하시고 당일 대회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퇴장 태그 바랍니다. (태그기록이 누락되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번호

회사명

번호

회사명

1

동화약품

22

㈜다림양행

2

한국디씨티

23

㈜녹십자

3

JW 중외제약

24

종근당

4

스미스앤드네퓨

25

SK 케미칼

5

한미헬스케어

26

SK 플라즈마

6

올림푸스한국

27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7

텔레플렉스 코리아

28

씨제이헬스케어

8

㈜화인메디

29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9

명문제약㈜

30

어플라이드메디컬코리아

10

메드트로닉 코리아

31

동방의료기㈜

11

제일메딕스약품

32

시지바이오

12

카디널헬스코리아(유)

33

보령제약

13

㈜솔빛메디칼

34

메디테크인프라메드

14

동서메디케어㈜

35

리브스메드, ㈜원익

15

이레코리아라파

36

바드코리아

16

한림제약㈜

37

미래컴퍼니

17

현대약품

38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8

주식회사 송라바이오메드

39

㈜박스터

19

㈜메디싱크

40

㈜한국팜비오

20

㈜썸텍

41

㈜메디파인코퍼레이션

21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

42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ㆍPre-Congress Workshop 2019: 대한의사협회 3평점
ㆍ춘계학술대회: 대한의사협회 일반평점 4점 / 필수평점 2점

[지도전문의 교육 및 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 교육 안내]
ㆍ지도전문의 교육은 수련병원 전공의 TO 책정을 위한 전문의 교육입니다.
ㆍ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
교육 시간까지 참석하셔야 합니다.
ㆍ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 교육만 이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10:00-12:00의 강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ㆍ지도전문의 교육 신청자분들은 강의장 입구에서 출결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Meet the Professor는 사전 신청한 참가자 우선 입니다.
* Robot Surgery Hands on 5월 18일 (토) 세션은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 학생 캠프는 현장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점심 및 커피브레이크
ㆍ5월 17일 금요일은 점심 (런천심포지엄)이 없습니다.
ㆍ5월 18일 토요일
- 런천심포지엄: 12:15-13:00, 300A / 300B
- 점심 쿠폰은 학술대회 (5월 18일) 참가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 커피는 전시장에서 브레이크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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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 안내
>> 셔틀버스
[셔틀버스 시간표]
5월 17일 (금)

5월 18일 (토)

신경주역 출발

10:00 - 19:00

07:00 - 18:00

HICO 출발

11:00 - 19:00

08:00 - 19:00

- 매시 정각 운영 예정입니다.
- 기차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11시-14시의 신경주역 → HICO 셔틀버스는
20분간 대기 후 출발 예정입니다.
(출발시간: 11시 20분, 12시 20분, 13시 20분, 14시 20분)
- 학생 캠프 종료 후 이동 시에는 별도 차량이 준비 될 예정입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행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프리뷰룸
ㆍ위치: 하이코 1층 주최자 사무실
ㆍ운영시간: 5월 17일 (금) - 5월 18일 (토), 07:00 - 18:00
ㆍ모든 초청/구연 연자 분께서는 해당 세션 시작 1시간 전까지 프리뷰룸을
방문하셔서 발표 자료 확인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주차
ㆍ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CONGRESS
WORKSHOP 2019
-

5월 17일 (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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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GRESS WORKSHOP 2019

PRE-CONGRESS WORKSHOP 2019

5월 17일 금요일

5월 17일 금요일

14:00-14:30

101호
13:30-15:00
Moderator
13:30-14:00

14:00-14:30

Meet the Professor 1: Bariatric Surgery
강상욱 (연세의대)

이상수 (부산의대)

14:30-15:00

김용진 (순천향의대)

104호

What's in a Name: Bariatric, Metabolic, and Diabetes
Surgery?

13:30-15:00

Discussion

Moderator
13:30-14:00

14:00-14:30

Moderator
13:30-14:00

Meet the Professor 4: Surgicalist
오승종 (성균관의대)

Acute Care Surgeon
최정필 (울산의대)

102호
13:30-15:00

Discussion

How to Choose the Best Option in Bariatric Surgery?

안수민 (한림의대)

14:30-15:00

Vein & Office-based Surgery

입원전담전문의 - 수술실을 나온 외과의사
정은주 (연세의대)

Meet the Professor 2: Hernioplasty

14:30-15:00

Discussion

박준범 (충남의대)

Laparoscopic Herniorrhaphy

105호

설지영 (충남의대)

14:00-14:30

Open Herniorrhaphy
조해창 (대구파티마병원)

14:30-15:00

Discussion

13:30-15:00
Moderator
13:30-14:00

14:00-14:30

Moderator
13:30-14:00

홍석경 (울산의대)

국경없는의사회에서의 외과의사의 활동
김용민 (충북의대)

103호
13:30-15:00

Meet the Professor 5: 국경없는 의사회

외과 의사; 남극을 가다
김남렬 (고려의대)

Meet the Professor 3: Vascular Surgery
정민재 (한림의대)

Importance of Learning Vascular Surgical
Techniques in the Era of Endovascular Surgery
이태승 (서울의대)

14:30-15:0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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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GRESS WORKSHOP 2019

PRE-CONGRESS WORKSHOP 2019

5월 17일 금요일

5월 17일 금요일

14:00-14:30

106호

대장/직장암 환자의 장루관리
김향자 (영남의대)

13:30-15:00
좌장

Research 1
송병주 (가톨릭의대)

14:30-15:00

외과 환자의 감염관리
손경모 (부산의대)

13:30-14:15

Adobe를 활용한 논문 'Figure' 정리 방법
(Cloud 활용 방법 및 Adobe Photoshop, Illustrator 중심으로)
장동수 (연세의대)

14:15-15:00

영어 논문 작성시 쉽게 범하는 오류들과 효율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205-206호
13:30-15:00
좌장

오광일 (에디티지)

13:30-14:15

Research 3 (Big Data I)
민승기 (서울의대)

Welcome to the World of Big Data, Surgeons
이유라 (울산의대)

201-202호
13:30-15:00
좌장

13:30-13:40

14:15-15:00

외과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연구
이지성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윤동섭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인사 말씀

15:00-15:30

Break

노성훈 (대한외과학회 회장)

13:40-14:00

외과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이길연 (수련교육이사)

14:00-14:15

입원 전담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김형호 (기획이사)

14:15-14:40

질의 응답

좌장

13:30-14:00

15:30-17:00
좌장

15:30-16:15

Research 2
유희철 (전북의대)

논문, 어떤 순서로 쓸까?: 타임라인 정하기
박인자 (울산의대)

16:15-17:00

203-204호
13:30-15:00

106호

효율적인 저널 선택과 투고 processing 요령
허정욱 (성균관의대)

간호사 프로그램 1
임우성 (이화의대)

소화기암 환자의 영양관리
정오 (전남의대)

18

1


PRE-CONGRESS WORKSHOP 2019
5월 17일 금요일

201-204호
15:30-17:00
좌장

15:30-15:50

전공의 3년제에 대한 설명회
노성훈 (연세의대)

전공의 수련 기간 변화에 대한 경과 보고
박준성 (연세의대)

15:50-16:10

수련 기간 변화에 따른 교육 목표의 변화
김성근 (가톨릭의대)

16:10-16:30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실행 방안
이길연 (경희의대)

16:30-17:00

패널 토의 및 질의 응답
박준성 (연세의대)
김성근 (가톨릭의대)
이길연 (경희의대)
박지현 (성균관의대)

205-206호
15:30-17:00
좌장

15:30-16:15

Research 4 (Big Data II)
김형태 (계명의대)

인공지능과 임상빅데이터
윤덕용 (아주의대)

16:15-17:00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한현욱 (차의대)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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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09:10-09:20

105-106호
08:00-09:40
좌장

08:00-08:10

08:10-08:20

Young Investigator Award
엄준원 (고려의대)
육정환 (울산의대)

권진아 (울산대학교 병원)

Prognostic Impact of Increased Perioperative
Platelet Count in Gastric Cancer Patient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essel Sealer Extend®
versus Harmonic ACE® in Robot Bilateral AxillaryBreast Approach (BABA) Thyroid Surgery

오성은 (삼성서울병원)

양수철 (인하대병원)

Transanal Versus Robotic Total Mesorectal Excision
for Low Rectal Cancer after Neoadjuvant Treatment

09:20-09:30

09:30-09:40

Which Factor Could Affect the Outcomes of Chronic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in Pediatric Patients?
고다영 (서울대학교병원)

신정경 (삼성서울병원)

08:20-08:30

Factors of Acute Kidney Injury Donors Affecting
Outcomes of Kidney Transplantation from Deceased
Donors

Drug Coated Balloon Angioplasty for Hemodialysis
Access Stenosis :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05-206호

정태영 (서울대병원)

08:00-10:00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1 - 소아/혈관/이식

08:30-08:40

The Non-Invasive Predictive Marker for Early
Acute Cellular Rejection in th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이보람 (분당서울대병원)

08:40-08:50

What Advantages can the Near-infrared
Fluorescence Technique Provide to Lymph Node
Dissection during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좌장

08:00-08:30

송병주 (가톨릭의대)
배자성 (가톨릭의대)

Abdominal Mass in Children
박태진 (경상의대)

08:30-09:00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최윤미 (인하의대)

박신후 (서울대병원)

08:50-09:00

Optimal Prediction of The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Depth Using Combined Measurement of
Surface Landmarks and Chest Radiography
모혜진 (서울대병원)

09:00-09:10

Pediatric Brain Dead Organ Donation in Korea
- A 5 Year Data Analysis (2013-2017)
김용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09:00-09:30

교차반응 양성 환자의 신장이식
허규하 (연세의대)

09:30-10:00

Mesenteric Ischemia
허승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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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09:30-09:45

300B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이후 입원 환자 진료의 질 개선
오승종 (성균관의대)

08:00-09:30
사회

08:00-08:10

지도전문의 교육
박민수 (경희의대)

09:45-10:00

토의

연차별 수련교육 내용과 외과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

10:00-10:15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필수 역량

김기환 (가톨릭의대)

08:10-08:20

전문의 자격취득요건

정은주 (연세의대)

10:15-10:30

송교영 (가톨릭의대)

08:20-08:30

수련프로그램평가 (E-learng, 자율평가, 역량평가)

이성민 (연세의대)

10:30-10:45

박민수 (경희의대)

08:30-08:40

전공의 술기교육

전공의가 바라 본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학회 지원 방안
김형호 (서울의대)

10:45-11:00

토의

이혁준 (서울의대)

08:40-08:50

수련환경실태조사
김성근 (가톨릭의대)

08:50-09:00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김재훈 (부산의대)

09:00-09:30

AI 시대의 의료환경변화
김종혁 (울산의대 산부인과)

105-106호
09:40-11:00

연구비 공모 과제

좌장

한상욱 (아주의대)
신응진 (순천향의대)

09:40-09:50

김성근 (가톨릭의대)

09:50-10:00

300A

근무시간 제한 전, 후의 외과 전공의 수술 경험 비교

한국 외과 전문의의 외과적 내시경 시행과 교육전략
이선일 (고려의대)

09:00-11:00
좌장

09:00-09:15

정책 세션 1: 입원전담전문의

10:00-10:10

왕희정 (아주의대)
이길연 (경희의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근무 조건 소개
장성인 (연세의대)

의과대학 학생의 기본 외과 술기 훈련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적용
이희정 (이화의대)

10:10-10:20

과연 3D 프린팅 모델은 의대생 및 외과전공의 교육에
효과적인가
김현영 (서울의대)

09:15-09:30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및 각 병원 근무 형태 비교
박슬기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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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10:20-10:30

대한외과학회 성평등 인식 현황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205-206호

이승은 (중앙대의대)

10:10-12:10
10:30-10:40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에 의한 수면 장애 연구
정준 (연세의대)

10:40-10:50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높은 hENT1 발현정도에 따른
Nab-paclitaxel plus gemcitabine 과 FOLFIRINOX 의
효과 비교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2 - 간담췌/대장항문

좌장

10:10-10:40

송병주 (가톨릭의대)
배자성 (가톨릭의대)

간질환의 최신 지견
한형준 (고려의대)

권재우 (울산의대)

10:40-11:10
10:50-11:00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필수역량 및 운영 프로토콜 모색

담췌질환의 최신 지견
황대욱 (울산의대)

정은주 (연세의대)

11:10-11:40

대장암의 최신 지견
곽정면 (고려의대)

300B

11:40-12:10

10:00-12:00

지도전문의 교육 및 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교육

사회

박민수 (경희의대)

10:00-10:30

의사와 의료윤리
이호균 (전남의대)

10:30-11:00

의료감염

항문질환의 최신 지견
남우정 (서울송도병원)

101-102호
10:45-12:15
좌장

간호사 프로그램 2
정순섭 (이화의대)

이재길 (연세의대)

10:45-11:15
11:00-11:30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과 대응

수술 및 암환자의 통증관리
김세영 (경북의대)

신동우 (한림의대)

11:15-11:45
11:30-12:00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여론

연명치료 중단기준과 환자관리
김형원 (한림의대)

윤일규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1:45-12:15

간호사가 겪는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최장섭 (한림대병원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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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105-106호
11:00-12:00
11:00-11:05

300A

외과술기연구회

12:15-13:00
좌장

인사말
최인석 (대한외과술기연구회 회장)

11:05-11:35
좌장

김성근 (가톨릭의대)

11:05-11:15

경북의대의 경험

11:15-11:25

Basic Concept of Energy and Personal Preference
윤용식 (울산의대)

수련병원 전공의 술기교육

박수연 (경북의대)

순천향의대의 경험

300B
12:15-13:00
좌장

손명원 (순천향의대)

11:25-11:35

술기모듈 진행사항 보고
이혁준 (서울의대)

장문합 _ 유문원 (울산의대)
에너지 _ 이윤석 (가톨릭의대)

한영석 (경북의대)

105-106호
13:00-14:10
좌장

13:00-13:30

13:30-13:50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미국 Hospitalist 현황 -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Conference 참관기
오승종 (성균관의대)

복강경 Basic _ 이상억 (건양의대)
위내시경 _ 송교영 (가톨릭의대)

입원전담전문의 세션
김형호 (서울의대)

장성인 (연세의대)

외상 _ 김재훈 (부산의대)
탈장 _ 공성호 (서울의대)

Luncheon Symposium 2
이우정 (연세의대)

Clinical Applications of 3-dimensional Laparoscopic
Surgical System in HBP Surgery

부산의대의 경험
최창인 (부산의대)

11:35-12:00
좌장

Luncheon Symposium 1
이길연 (경희의대)

13:50-14:10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 Tipping Point
정은주 (연세의대)

대장내시경 _ 손대경 (국립암센터)
초음파 _ 신혁재 (한양의대)
복강경 Advanced _ 이상권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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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205-206호
13:00-15:00

300B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3 - 총론/위장관

좌장

13:00-13:30

송병주 (가톨릭의대)
배자성 (가톨릭의대)

13:00-13:20

13:20-13:40

13:40-14:10

300A

14:15-15:35

14:15-14:35

13:00-13:20

윤동섭 (연세의대)
박효순 (경향신문)

14:35-14:55

외과전문의 수급 현황
(노령화, 최근 10년간 지원 현황,외국 사례와 비교)

14:55-15:15

외과 수가의 문제점

극한 직업 - 외과 의사
강상희 (고려의대)

14:00-14:20

외과 환자 진료의 질 - 기대와 실제
김수진 (헬스조선)

14:20-14:50

토의

영국에서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

2차병원에서 원하는 전공의 수련과정
정의철 (진주제일병원)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시각
강길호 (안산 한사랑병원)

15:15-15:35

책임지도전문의 설문 조사 분석
김상동 (가톨릭의대)

장성인 (연세의대)

13:40-14:00

책임지도전문의 교육 2
이재길 (연세의대)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

정책 세션 2: 외과, 5년후?

곽정면 (고려의대)

13:00-13:20

토의

외과 전문의가 알아야할 위암 수술 팁
좌장

좌장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 증대에 대한 학회의 입장

최창인 (부산의대)
김지훈 (아주의대)
김상동 (가톨릭의대)

외과 전문의가 알아야할 비만의 수술 치료

김동진 (가톨릭의대)

13:00-14:50

2018년 수련환경 평가 결과와 2019년의 변화

이길연 (경희의대)

박영석 (서울의대)

14:30-15:00

책임지도전문의 교육 1
송교영 (가톨릭의대)

김경식 (연세의대)

복부외상
정경원 (아주의대)

14:00-14:30

좌장

외과 환자에서의 수액 치료
이대상 (가톨릭의대)

13:30-14:00

13:00-14:10

15:50-16:50
좌장

15:50-16:10

책임지도전문의 교육 3
이길연 (경희의대)

외과 전공의 모집 현황 분석과 대책
최창인 (부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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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전공의 술기대회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16:10-16:30

3년제 외과 수련 성과

201-204호

김성근 (가톨릭의대)

09:00-10:30
16:30-16:50

외과학회 수련평가 계획
박민수 (경희의대)

15:00-16:30
사회

김성근 (가톨릭의대)

심사위원

문형환 (고신의대)
한형준 (고려의대)
김정구 (가톨릭의대)
유한모 (가톨릭의대)
손명원 (순천향의대)
박기범 (경북의대)

205-206호
15:10-17:10

전공의를 위한 교육
꼭 알아야 할 외과 질환의 최신지견 4 - 유방/갑상선내분비

좌장

송병주 (가톨릭의대)
배자성 (가톨릭의대)
참가팀

15:10-15:40

15:40-16:10

16:40-17:10

수타라면왕 시즌3 _ 박제성, 김범진 (중앙대학교병원)

유방암의 Subtype에 따른 치료 방침
이정언 (성균관의대)

청진기 _ 강경민, 김도훈 (분당서울대병원)

유방암의 Multigene Assay & NGS 의 적용

단대외과 _ 조재원, 정철윤 (단국대학교병원)

박형석 (연세의대)

16:10-16:40

전공의 술기 (예선)
전공의 술기 (결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오가다 _ 김민철, 박신혜 (국립암센터)

채영준 (서울의대)

내공킹 _ 임정민, 김혜진 (경희대학교병원)

유전성 내분비외과질환

이것은 Tie 인가 Suture 인가 _ 정재철, 양수철 (인하대학교병원)

이준호 (성균관의대)

보이지않는손 _ 김영길, 조동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박현중팀 _ 박현중, 조은정 (가천대 길병원)
경로우대 _ 임성준, 정진호 (서울아산병원)
수술당직1 _ 유현주, 문지연 (가톨릭중앙의료원)
로코코 타이 _ 정은성, 방윤주 (삼성서울병원)
SENN언니들 _ 김혜연, 유효선 (서울아산병원)
J pouch _ 김진주, 이정현 (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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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술기대회

CHIEF RESIDENT FORUM

5월 18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참가팀

김도훈팀 _ 김도훈, 조신돌 (가천대 길병원)

101-102호

당직싫어요 _ 조석현, 강성근 (가톨릭중앙의료원)

13:00-14:50

캄보디아 포레버 (Cambodia forever) _ 유성언, 이영원
(서울아산병원)

사회
심사위원

바로크타이 _ 서정은, 성정호 (삼성서울병원)
BTS (Bokkangkyung Tie Suture) _ 조상호, 유영섭

Chief Resident Forum
이창민 (고려의대)
오채연 (고려의대)
유태경 (가툴릭의대
민선영 (경희의대)
유문원 (울산의대)
안상훈 (서울의대)

(전남대학교병원)

꾸꾸까까 _ 곽재승, 송란 (건양대학교병원)
CHAVENGERS _ 정일한, 장재영 (분당차병원)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아 _ 정기상, 민승기 (삼성서울병원)
안친해요 _ 전동재, 임채동 (순천향대서울병원)
당직이냐 _ 오락균, 정소영 (충남대학교병원)

참가팀

섭섭혜영 _ 김민섭, 우혜영 (서울대학교병원)
혜자매 _ 이지혜, 이은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전 _ 홍서영, 김영진 (서울대학교병원)
추후결정 _ 정호, 정철윤 (단국대학교병원)
특별한가족-BR _ 최민하, 하상우 (서울아산병원)
뿜뿜 _ 김응규, 윤소경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제그만 _ 송형석, 장은주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지창 _ 오창규, 임지하 (삼성서울병원)
나의 췌장을 주고싶어 _ 이건희, 전예원 (서울아산병원)
특별한가족-CRS _ 배세종, 박신정 (서울아산병원)
꾸꾸까까 _ 송란, 곽재승 (건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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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캠프
프로그램
5월 18일 (토) -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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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캠프 프로그램

학생캠프 프로그램

5월 18일 - 19일

5월 18일 - 19일

1일차 _ 101-102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4:50-15:10

외과전공의 생활
강소현 (서울의대), 유영진 (연세의대)

08:30-09:30

Tutor Orientation / Tutor 선서식

09:30-10:00

등록

10:00-10:35

학생캠프 Orientation

10:00-10:10

환영사

10:10-10:20

인사말씀

10:20-10:30

Tutor 소개

10:30-10:35

선서식

10:35-11:00

술기교육장 이동 / 자리 배정

15:10-15:30

Image-guided & Robotic Surgery
김혜진 (경북의대)

1일차 _ 103-104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5:30-15:50

신화속에서 본 외과
서형일 (부산의대)

15:50-17:00

휴식 및 숙소배정

17:00-18:30

조별활동

17:00-17:15

조장 선발 및 조 구호 결정

17:15:17:40

외과 학생캠프에 지원하게 된 동기

17:40-18:05

내가 외과의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18:05-18:30

외과가 궁금해요: 튜터와 Q&A

11:00-12:30

학생캠프 술기 '야~ 나두 수술할 수 있다!'

11:00-11:30

봉합술: Needle Holder와 친해지기

18:30-20:30

저녁 식사 및 친교의 시간

11:30-12:00

Surgical Tie

20:30-22:00

조별 소개

12:00-12:30

복강경 수술의 원리

22:00-23:00

조별리그 (Surgical Skill Contest)

12:30-13:00

휴식 및 캠프장 이동

23:00

조별 토의 / 취침

2일차 _ 황룡원
1일차 _ 황룡원
06:00-07:30

기상 및 아침 식사

13:00-14:20

점심식사 및 조별 모임

07:30-08:00

짐정리

14:20-14:30

인사말 및 프로그램 소개

08:00-10:00

조별 산책 (설문지 작성)

10:00-11:00

소감발표 및 폐회식 (시상)

11:00-12:00

점심식사 및 정리

14:30-15:50

외과로의 초대

14:30-14:50

국경없는 의사회
김남렬 (고려의대)

12:00

단체 사진 촬영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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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 KOREA CO., LTD.

7RZHU6HRFKRGDHURJLO6HRFKRJX6HRXO5HSXEOLFRI.RUHD

www.olympus.co.kr

‘외과: 새로운 시작
더 큰 도약 ’

준비사무국 : (주)피플엑스 T. 02 566 6031/6033 E. ackss@ackss.or.kr W. www.ackss.or.kr/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