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GRAM
08:40 - 10:00

준비사무국 피플엑스
TEL. 02-557-8422
E-mail. kgca@people-x.com

SYMPOSIUM 1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 KOQUSS]
How to develop and validate QOL module in gastric cancer patient?
좌장: 김성 (성균관대), 이주호 (이화여대)

http://people-x.co.kr/kgca2017

KOQUSS 연구회 소개
이혁준(서울대)

KOQUSS 모듈 개발 경과 리뷰: 약점과 보완점
엄방울 (국립암센터)

KOQUSS 모듈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중엽 (서울대 예방의학)

효율적인 QOL module validation 연구를 위한 제안
권정혜 (한림대 혈액종양내과)

위암 환자 QOL 평가의 개발 및 적용 경험
김병식 (울산대)

Discussion
10:20 - 11:40

SYMPOSIUM 2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KSMBS]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as the Part of Foregut Surgery
좌장: 양한광 (서울대), 박성흠 (고려대)

KSMBS 연구회 소개: Contributions of UGI surgeons to KSMBS
최승호 (연세대)

From the beginning to the bariatric surgeon as an UGI surgeon-What’s the power to drive
김용진 (순천향대)

Challenges and current status for metabolic & bariatric surgery in private clinic
강길호 (검단탑종합병원)

Academy and practice: What’s new to stem UGI surgeons
허연주 (이화여대)

The needs for oncometabolic surgery: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KGCA and KSMBS
박성수 (고려대)

Discussion
12:00 -13:30

위장관외과의 미래 토론회
좌장: 이문수 (순천향대), 허윤석 (인하대)
발제자: 양한광 (서울대), 김진조 (가톨릭대)
패 널: 목영재 (고려대), 김민찬 (동아대), 김찬영 (전북대), 김형일 (연세대), 서병조 (인제대), 유문원 (울산대),
이상억 (건양대), 정오 (전남대), 정의철 (진주제일병원), 정호영 (경북대), 하태경 (한양대)

13:30 - 14:50

SYMPOSIUM 3 [외과종양포럼: SOF]
Surgeon performing chemotherapy and value: Between concept and reality (위암외과 주도 항암치료와 가치: 개념과 현실사이)
좌장: 정승규 (서울양병원), 류근원 (국립암센터)

SOF 연구회 소개: The needs for gastric cancer surgeon to talk about chemotherapy and our way to here
김민찬 (동아대)

Surgeon performing chemotherapy as a part of surgical oncology: Where we stand?
김성근 (가톨릭대)

Who wins the game?: Adjuvant chemotherapy performed by Surgical and medical oncologist
채현동 (대구가톨릭대)

Time to make evidences for the better indications between S-1 and Xelox
민재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Revisiting IP chemotherapy with new modality
김종한 (고려대)

Discussion
15:10 - 16:30

SYMPOSIUM 4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KARS]
Breaking the prejudice for anti-reflux surgery in Korea: Role of UGI surgeon (항역류수술 편견깨기: 위장관외과의 역할)
좌장: 손태성 (성균관대), 정의철 (진주제일병원)

KARS 연구회 소개: Antireflux surgery: Value of existence
박성수 (고려대)

제1회

Korean indication and guideline in unique background
이한홍 (가톨릭대)

Invitation to multiplex theater for extreme cases
- Redo for failed fundoplication 박중민 (중앙대)
- Toupet for giant hiatal hernia 김성수 (조선대)
패널: 강동백 (원광대), 권오경 (경북대), 이준현 (부천성모병원), 김형일 (연세대)

Suggestion to compare effectiveness between surgery and medicatoin
서경원 (고신대)

16:30 - 17:50

SYMPOSIUM 5 [2차병원외과 복강경수술연구회: KLSCH]
좌장: 목영재 (고려대), 이상호 (고신대)

KLSCH 연구회 소개: 2차병원 복강경 수술연구회의 역사및 현황
정승규 (서울양병원)

2차 병원에서 시행하는 복강경외과수술 현황
박중재 (진주제일병원)

내시경 아카데미의 경험
안영재 (안동병원)

2차 병원에서 시행되는 상부위장관 수술의 대상 및 제한점
- UGI surgeon의 2차병원에서의 역할과 제한점 전경모 (대구파티마병원)
- UGI surgeon의 2차병원에서의 확장된 역할 강길호 (검단탑종합병원)
2차 병원 외과의를 위한 복강경 수술 교육
김원연 (진주제일병원)

2차병원 외과의를 위한 내시경 교육의 경험
이승형 (드림병원)

Discussion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
11.18ㅣ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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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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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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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5층
>> PROGRAM
09:00 - 10:20

SYMPOSIUM 1 [축소포트 수술 연구회: REDUSS]
Why are reduced ports surgery?
좌장: 김형호 (서울대), 이준호 (성균관대)

REDUSS 연구회 소개: "REDUSS? Vision, Mission, and Values"
안상훈 (서울대)

How I Do It. "Art of state in reduced ports gastrectomy"
이준호 (성균관대)

What we will develop. "Current development of new special devices for RPS."
이창민 (고려대)

Current evidence & planned clinical trial "Current status and evidence of reduced ports gastrectomy,
what clinical trial do we need?"
서윤석 (서울대)

Discussion
10:40 - 12:00

SYMPOSIUM 2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
New consideration with surgeon endoscopy
좌장: 박승만 (가톨릭대), 이혁준 (서울대)

KSESG 연구회 소개: Mission and vision of Korean Surgical Endoscopy Study Group
송교영 (가톨릭대)

Preoperative endoscopic finding for Surgeon: What do we need more?
유문원 (울산대)

Endoscopic application of ICG for NIR image in gastric cancer surgery: When, Where, and How much?
허훈 (아주대)

Post-gastrectomy endoscopy: Knack and pitfall
정현수

Endoscopic finding of GI anastomosis and its complication; Surgeon’s view
김창현 (가톨릭대)

Discussion
12:00 - 13:00

LUNCHEON SYMPOSIUM

13:00 - 14:20

SYMPOSIUM 3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KLASS]
좌장: 최승호 (연세대), 김병식 (울산대)

KLASS 연구회 소개: 백서 정리 : KLASS의 역사-과거와 현재, 미래
김형호 (서울대)

진행중인 KLASS 연구 소개
김형일 (연세대)

KLASS연구의 추진 원칙
손상용 (아주대)

14:40 - 16:00

SYMPOSIUM 4 [대한식도암및위식도경계부암연구회: KEJCS]
Esophageal and Junctional Cancer Surgery as a Part of Foregut Surgery
(위장관외과 영역으로서의 식도암 및 위식도경계부암 수술)
좌장: 박조현 (가톨릭대), 김동헌 (부산대)

KEJCS 연구회 소개
김진조 (가톨릭대)

Why upper GI surgeons in Korea have to be interested in esophageal cancer surgery?
신동규 (적십자 병원)

Trends of increasing incidence of GEJ cancer and its management in Korea
박영석 (서울대)

My experience in esophageal cancer patient 1
이준현 (가톨릭대)

My experience in esophageal cancer patient 2
권오경 (경북대)

준비사무국 피플엑스
TEL. 02-557-8422
E-mail. kgca@people-x.com

http://people-x.co.kr/kgca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