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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소아
Abstract page: 279~306
일시: 2011년 11월 25일(금) 08:50∼17:40

장소: 컨퍼런스룸 208호

08:50∼09:00 개회사 회장 최순옥(계명의대)

09:00∼10:20 Free Paper I: 식도, 위장관 좌장: 남소현(인제의대), 정상영(전남의대)

XII-1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의 치료: 단일 기관의 경험 장은영(연세의대)

XII-2 난치성 식도협착 환자에서 시행한 미소공성 PTFE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mitomycin C의 국소 도포술

장은영(연세의대)

XII-3 선천성 식도폐쇄에서 식도열공탈장의 발생 연관성에 대한 연구 손해영(연세의대)

XII-4 선천성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가 동반된 기관지폐 전장 기형 1예 장은영(연세의대)

XII-5 1500g 미만 극소 저 출생 체중아에서 발생한 괴사성 장염의 외과적 

임상 경험

정수민(성균관의대)

XII-6 Postnatal intussusception causing ileal atresia in prematurity – 

A case report

정은영(계명의대)

XII-7 Effective management of gastroparesiss with erythromycin af-

ter laparoscopic Nissen fundoplication

정은영(계명의대)

XII-8 Anterior rectal duplication mimicking a rectovaginal fistula in 

infant

김수홍(서울의대)

XII-9 단장증후군에서 STEP의 임상 경험 김신영(가톨릭의대)

XII-10 Clinical Experience of Complex Jejunal Atresia 조용훈(부산의대)

10:20∼10:40 Break

10:40∼12:00 Free Paper II: 일반, 종양 좌장: 안수민(한림의대), 최금자(이화의대)

XII-11 간문맥과 연결된 배꼽정맥 기형 및 혈전증 1예 나영현(고려의대)

XII-12 1년 이상 총정맥 영양법을 시행한 소아 환자에서 발생하는 문제 김대연(울산의대)

XII-13 소아의 대음순 유착 1례 김수홍(서울의대)

XII-14 소아에서 발생한 장간막 림프관종에 대한 고찰 김수홍(서울의대)

XII-15 좌측 선행성 관장술과 우측 선행성 관장술의 장기 성적 비교 장혜경(연세의대)

XII-16 Urachal cyst presenting with huge abscess formation in adults 이성환(서울의료원)

XII-17 Currarino triad with Müllerian duct anomaly: Familial case 백세현(서울의대)

XII-18 4세 여아에서 발생한 신장외 윌름즈종양 박주아(경북의대)

XII-19 천미 기형종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민정(성균관의대)

XII-20 소아환자에서 갈색세포종 및 부교감신경종의 악성도 고찰 장지훈(서울의대)

12:00∼12:30 대한외과학회 회장 강연

12:30∼13:30 Luncheon Symposium

13:30∼14:30 특  강 좌장: 최순옥(계명의대)

소아의 Inflammatory Bowel Disease 최연호(성균관의대 소아과)

14:30∼15:30 Free Paper III: 간담췌, 경흉부 좌장: 이종인(관동의대), 이성철(서울의대)

XII-21 선천성 담도 폐쇄증 Type I 3 예 김대연(울산의대)

XII-22 소아에서 외상성 췌장손상에 대한 고찰 정우철(고려의대)

XII-23 MRI Findings in long term survivors of biliary atresia after 

Kasai portoenterostomy

정은영(계명의대)

XII-24 경화요법 후 재발한 갑상설관낭종 치료경험 2예 김미형(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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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25 신생아기 선천성 횡격막 탈장에 시행한 patch를 사용한 흉강경 탈장 

복원술 1예

김대연(울산의대)

XII-26 선천성 횡격막 탈장환자에서 최소 침습 수술의 임상 경험 임주연(성균관의대)

XII-27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횡격막 결손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의 성적 장혜경(연세의대)

15:30∼15:50 Break

15:50∼17:30 Symposium: Inguinal Hernia & Hydrocele 좌장: 오정탁(연세의대)

1. Controversy of inguinal hernia & hydrocele 서정민(성균관의대)

2. Anesthesia of inguinal hernia & hydrocele 김진태(서울의대 마취과)

3. Standard operative technique 이남혁(영남의대)

4. Laparoscopic surgery of Inguinal hernia & hydrocele 부윤정(고려의대)

5. Inguinal hernia & hydrocele in pediatric urology 김준모(순천향의대 비뇨기과)

17:30~17:40 시상 및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