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발표자 책임저자 소속 제목 좌장

6월20일(목)

개회사 13:00-13:10 회장 이석구

제1부 13:10-13:50 38분 경흉부 좌장 김상윤 이종인

경흉부 증례 차지환 한석주 연세의대 선천성 정중성 경부 틈새 (congenital midline cervical cleft) 

경흉부 증례 홍영주 한석주 연세의대 폐절제술 후 증후군 환자 1예 보고

경흉부 증례 정재희 정재희 가톨릭의대 신생아에서 식도기관루를 동반한 식도폐쇄 일차복원술 후 진단된 식도 폐 (esophageal lung)  

경흉부 증례 송향미 홍 정 아주의대 Double H-type Tracheoeosphageal fistulas

경흉부 원저 이상훈 서정민 성균관의대 식도 폐쇄 및 기관식도누공 환아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적 교정의 임상 경험

제2부 13:50-14:50 61분 대장항문 좌장 홍정 정재희

대장-항문 증례 이종찬 정연준 전북의대 비특이적 형태의 음낭 누공이 동반된 항문직장기형 

대장-항문 증례 김신영 이명덕 가톨릭의대 Penoscrotal transposition with associated anorectal anomalies

대장-항문 증례 최영연 박진영 경북의대 Congenital segmental dilatation of the rectosigmoid colon in a 10-year-old boy

대장-항문 원저 정은영 최순옥 계명의대 Contrast enema findings in patients  with non-Hirschsprung’s disease who were taken rectal suction biopsy

대장-항문 원저 차지환 오정탁 연세의대 히르슈슈프룽병에서 One-stage transanal endorectal pull-through 술식과 Duhamel 술식의 비교

대장-항문 원저 김수홍 김해영 부산의대 Functional Outcomes of Transanal Single-stage Endorectal Pull-through Operation for Hirschsprung’s disease

대장-항문 원저 황지희 김대연 울산의대
Single stage laparoscopy-assisted transanal endorectal pull-through operations for older

 patient with Hirschsprung’s disease – single center experience

Coffee break14:50-15:00

제3부 15:00-16:00 특강 회장 이석구

김정현 박사 서강대 Genome-wide genetic variations study of Hirschsprung disease in Korea

제4부 16:00-17:00 61분 최소침습수술 좌장 이성철 부윤정

최소침습수술증례 김대연 김대연 울산의대 영아 지속성 고인슐린성 저혈당증에 시행한 복강경 근접 전췌장절제술

최소침습수술원저 황지희 김대연 울산의대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의 감별진단을 위한 진단적 복강경술

최소침습수술원저 남소현 남소현 인제의대 소아 천공성 충수염에 대한 복강경 충수돌기 절제술 및 간격 절제술의 유용성

최소침습수술원저 남소현 남소현 인제의대 소아 장중첩증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경험

최소침습수술원저 김성민 김성민 가천의대 장중첩증에 대한 복강경치료의 초기경험

최소침습수술증례 김성민 김성민 가천의대 복강경 충수절제술 후 발생한 가성 복부대동맥류 1예

최소침습수술증례 홍영주 한석주 연세의대 소아 골반 내 질환에서 로봇 수술 2 예 :거대직장, 골반내 림프관종

제5부 주제토의 학술위원장 김대연

17:00-18:00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대한소아외과학회 정회원, 준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6월 21일 (금)

제6부 08:30-09:20 48분 종양 좌장 최승훈 정연준



종양 증례 이태범 조용훈 부산의대 영아의 복강 내 발생한 염증성 근육모세포종 2예

종양 증례 김수홍 김해영 부산의대 왼쪽 서혜부 탈장 수술 후 발견된 임파관종 

종양 증례 김현영 김현영 서울의대 12세 여아에서 진단된 gastric adenocarcinoma

종양 증례 정은영 박우현 계명의대 A case of serous cystadenoma of the ovary in newborn

종양 원저 장은영 오정탁 연세의대 단일기관에서 진단된 소아 난소 낭종의 임상적 경험

종양 원저 공충식 김성철 울산의대 엉치꼬리기형종 24년간의 경험

제7부 09:20-10:10 51분 탈장 좌장 최금자 박진영

탈장 증례 송향미 홍 정 아주의대 CONGENITAL TRANSMESENTERIC HERNIA IN A 4.7-YEAR-OLD GIRL

탈장 증례 하지훈 정상영 전남의대 신생아에서 배꼽탈장으로 오인한 Persistent Omphalomesenteric duct 1예 보고

탈장 증례 부윤정 부윤정 고려의대 복강경 탈장 수술 중 발견된 양측성 중복 복막초상돌기 개존1예

탈장 원저 허연주 정성은 서울의대 복강경 탈장 수술 중 발견된 양측성 중복 복막초상돌기 개존1예

탈장 원저 주인호 주종수 주종수외과의원전신마취없이 ketamine과 lidocaine으로 시행한 소아탈장수술 2230명

탈장 원저 남궁정만 김대연 울산의대 Hiatal hernia in pediatric patients : 35 cases of single center experiences

Coffee break10:10-10:30

제8부 10:30-11:10 41분 혈관-기타 좌장 이명덕 최윤미

혈관-기타 원저 문석배 문석배 강원의대 Central Venous Cutdown in Neonates: Feasibility as a Bedside Procedure Without General Anesthesia

혈관-기타 원저 황덕비 서정민 성균관의대 Cervical lymphangioma의 수술적 치료에 관한 임상 경험

혈관-기타 증례 정은영 최순옥 계명의대 Iliopsoas tuberculous abscess associated with multiple intraabdominal tuberculous abscess in a 9-year-old boy.

혈관-기타 증례 주인호 주종수 주종수외과의원Gastroschisis로 진피판 이식수술받은 산모의 자연질식분만 1예 보고

혈관-기타 증례 김신영 이명덕 가톨릭의대 소아에서의 대장의 혈관형성이상 증례보고 1례

제9부 11:10-12:10

심포지움 보험위원장 정상영

폐회 12: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