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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임상강사 수련 프로그램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박      광      민

Panel Discussion

2011년 임상강사 신청정원 3명(2011년 현원 3명)

1. 임상강사 수련과정의 목표

외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간, 담도 및 췌장 질환에 대

한 이해, 진단, 외과적 술기를 포함한 치료, 환자 처치 

및 관리, 장단기 추적관찰에 이르는 통합적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간담도췌외과 분야의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진행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진

료, 연구, 교육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담도췌

외과 전문의를 육성한다. 

2. 수련과정의 세부 목표

1년차

1) 외과 전문의로서 간담도췌외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과 술기를 집중적으로 습득한다.
2) 진행중인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임상연구의 계획과 

진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임상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 또한 이 결과를 각

종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연

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간담도췌외과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학생, 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2년차 

1) 간담도췌외과에서의 세부적인 지식과 술기를 집중

적으로 습득하고, 고난이도의 수술의 수술기여도 증진 

및 집도를 통해, 향후 간담도췌외과 세부전문의로서의 

독립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기초 및 임상연구의 계획과 진행을 직접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독창적인 의견의 제

시, 구체화, 임상시험계획수립, 결과정리, 발표 및 논문

작성에 이르는 일련의 임상시험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간

담도췌외과 분야의 임상 연구 진행과 논문집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인 진료 능력을 배양한다. 
3) 각종 집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적극적인 논문 발표

와 학생, 전공의 교육을 통해 교육하는 의사로서의 자세

를 익힌다

간담도췌외과 소개 및 수련프로그램 개요 

1. 간담도췌외과 소개

2011년으로 개원 22주년을 맞이한 서울아산병원은 진

료, 연구, 교육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병

원에 걸맞게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특히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외과질환의 진단 및 치

료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였다. 
외과학교실은 이러한 병원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고, 국내 및 해외에 우리병원의 위상을 높이

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내를 넘어선 세계제일의 외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8년 세부전문과정을 중심으로 분과제도를 도입

하였다. 본 간담도췌외과 분과는 간, 담도 및 췌장에 발

생한 악성 및 양성질환의 수술적 치료와 환자진료를 담

당하는 분과로서, 2008년 3월 분과제도 시행 이후 2011
년 3월 현재 3명의 교수진과 4명의 임상강사, 4명의 전

공의(순환근무)가  분과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본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수술의 난이도 및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악성 질환의 경우 다른 장기에 비

해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 및 적극적 수술의 중요

성이 매우 강조되는 분과이다. 또한 복강경 수술의 발전

에 따라 분과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강경 수술이 시

행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로봇수술의 도입에 대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간담도췌외과 분야의 임상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

로, 우리병원의 진료성과를 체계화하여 이를 임상 및 기

초연구로 연계함으로써 간담도췌외과 영역의 발전에 지

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기초 및 

임상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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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성명 전문분야

교수(분과장) 이영주 간, 담도외과

교수 박광민 간암, 담도암, 담낭

 질환, 복강경수술, 
 간이식

임상조교수 황대욱 담도암, 췌장암,
 담췌질환

악성질환 양성질환

간

담도

췌

팽 부

기타

Hepatocelluar carcinoma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Metastatic hepatic tumor

Hilar cholangiocarcinoma

Mid-to-distal 

 cholangiocarcinoma

Gallbladder cancer

Pancreatic cancer

Neuroendocrine tumor

Ampulla of Vater cancer

Duodenal cancer

임상시험연구자과정

의학통계

직업의식

의료윤리

Angiomyolipoma

Hepatic 

 adenoma

Hemangioma

Hepatolithiasis

Trauma

Gallstone disease

Choledochal cyst 

 & APBDU

Bile duct injury

Benign biliary 

 stricture

Cystic tumor of 

 pancreas (IPMN, 

 MCN, SCT, SPT, 

 etc.)

Pancreatitis and 

 pseudocyst

Trauma

Ampullary 

 adenoma

Duodenal 

 duplication

GIST

Duodenal injury

수진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

가 기대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논리와 감성을 두루 갖춘 능력있

는 간담도췌외과 전문의의 양성을 목표로 전체 분과구

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

해 본 분과의 임상강사 수련과정을 국내최고의 과정으

로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의 임상강사 수련과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간, 담도, 췌장 질환의 임상

증례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이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수술적 치료, 수술전후 환자 관리, 
장단기 추적관찰 등을 중심으로 한 환자 진료의 전반을 

습득하고 관련된 기초/임상연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

여 향후 간이식, 췌장이식, 고난도 복강경수술에 도전하

는 기본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2. 교수진(2010년 기준)

3. 수련프로그램 개요

교육정원 3명
1) 진료

(1) 핵심교육과정 

    - 간질환의 병태생리, 진단, 치료

    - 담도질환의 병태생리, 진단, 치료

    - 췌장질환의 병태생리, 진단, 치료

    - 소아 간이식의 병태생리, 치료

(2) 입원환자 진료, 수술, 집담회 스케줄

(3) 담도 및 췌장암센터 

2) 학술활동

(1) 과내 학술행사 일정 

(2) 간담도췌외과 기초/임상연구 

(3) 학술 집담회/국내외 학회 참여 및 논문 발표 

수련 프로그램 내용

1. 진료

1) 핵심교육과정

(1) 기본대상질환

(2) 지식 및 임상술기 습득

분과지정 분야별 핵심 논문(매주, 별첨자료 참조)
최신 논문 review (매주, 별첨자료 참조)
Surgical Grand Round (학기 중 매주, 별첨자료 참조)
교수 병동회진(매일)
증례토의(매주)
HBP-영상의학 컨퍼런스(매주)
담도 및 췌장암센터 통합 컨퍼런스(격주)
Research Lab. Conference (격주)
소아간이식 컨퍼런스(이식예정 2주전)
(3) 수술 술기 습득

- 임상강사 년차별로 정해진 항목의 수술술기를 습득

하고, 자신이 참여한 모든 수술의 기록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operative logbook) 작성함으로써 수술술기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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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응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for acute cholecystitis

Trauma laparotomy for liver, 

 pancreas injury, emergency GI 

 surgery

양성질환 Laparoscopic/open 

 cholecystectomy

Laparoscopic/open bile duct 

 exploration and T-tube insertion

악성질환 간 Hepatic mobilization

Hepatic hilar dissection

Pringle’s maneuver

Glissonean approach

Total vascular exclusion

Hanging maneuver

Hepatic parenchymal transection 

 (Kelly crushing technique, CUSA, 

 Endo-GIA)

Minor hepatic resection

담도/췌장 Kocker’s maneuver

Hepatoduodenal ligament 

 dissection

SMV/portal vein dissection

SMA dissection

Aortocaval nodal dissection

Hepaticojejunostomy

Pancreaticojejunostomy 

 (begining)

Distal pancreatectomy (begining)

복강경/로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aparoscopic bile duct 

 exploration and T-tube insertion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ion (beginning)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beginning)

Laparoscopic minor 

 hepatectomy (beginning)

Laparoscopic training – suturing 

 in training box

Da Vinci training program

소아간이식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2년차

응 Complex HBP injury – liver, 

 duodenum and pancreas injury
양성질환 Laparoscopic/open choledochal 

 cyst excision

IHD stone

Bile duct injury surgery

악성질환 간 Segmentectomy

Right anterior/posterior 

 sectionecetomy

Right/left hepatectomy

Right/left trisectionectomy

Laparoscopic hepatectomy

담도/췌장 Pancreaticojejunostomy/pancreat

 icogastrostomy

Pancreaticoduodenectomy 

 (Whipple, PPPD)

Distal pancreatectomy 

 (Spleen-preserving, RAMPS)

Central pancreatectomy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복강경/로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ion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Da Vinci training program
소아간이식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득, 개인별 이해도의 증진, 오류파악을 통한 술기의 발

전을 도모한다.
- 년차별 필수 습득 항목

- 개인별 수술일지(operative logbook) 작성: MS Acc-
ess로 만들어진 다음의 형식을 매일 작성하여 1개월 단

위로 분석하고 추후의 발전방안에 대해 HBP Progress 
Report에서 논의한다. 

등록번호

성별/연령

수술전/수술후 진단명

수술명

참여도(Assistant/primary surgeon (partial)/primary 
surgeon/instructor)

병리결과

합병증

(4) 파견 교육

- 간, 담도 및 췌장질환의 이해를 높이고 multidiscip-
linary approach의 일환으로 관련 임상과로의 파견교육

을 실시한다.
가) 소화기내과(2개월)

- 내과에서의 담도 및 췌장질환의 진단, 치료방침 결

정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간담도췌외과의 진료, 교육, 연
구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담도 및 췌장 분야의 중요한 시술인 역행성 담도조

영술, 관련 중재적 시술 및 담도내시경의 기본개념과 심

화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수술전 – 수술 – 수술 후 환자

진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한

다.
- 소화기내과 주도의 각종 기초 및 임상연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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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2년차

1년차(1)

1년차(2)

L

P

H

L

P

H

L

P

H

L

P

H

L

P

H

L

P

H

GI

L

P

GI

L

P

ICU

L

P

ICU

L

P

DR

L

P

DR

L

P

월 화 수 목

오 병동회진 병동회진 병동회진

SGR

병동회진 병동회진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오후 수술 수술 수술 수술 - HBP progress report 

(주간 환자보고 포함)

- Journal club

- 소아간이식 컨퍼런스

- Brief clinical 

research meeting

- HBP- 상의학 conference

- 담도  췌장암센터 통합

conference (격주)

- Research Lab. Meeting (격주)

고, 담도 및 췌장암센터에서의 공동연동연구 및 간담도

췌외과의 기초/임상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상의학과(2개월)

- 간, 담도 및 췌장질환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상의학

적 검사의 기본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이

용하여 진단하는 과정 및 방법을 학습한다.
- 초음파를 이용한 초음파유도 중재적 시술 및 고주파

열치료술 등 간, 담도, 췌장질환의 진료에 관련된 시술

의 교육을 통해, 더 정확하고 빠른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혈관, 비혈관계 중재적 시술의 기본과 실제를 학습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술전후 환자의 진료에 

적용한다.
다) 중환자실(2개월)

- 간담도췌외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환자의 인지, 
평가 및 안정화를 위한 구조화된 접근을 숙지하고, 중환

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평가 및 치료를 학습한다.
- 중환자의 정확한 진단에 대해 학습한다

-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신장-요로질환, 위장관

계, 혈액종양, 감염, 대사장애, 내분비 질환 등의 급성질

환에 대한 치료방침의 결정과 실제를 학습한다.
- 다장기부전의 예방 및 치료와 수술전후 중환자관리

의 실제를 익힌다. 

2) 입원환자 진료, 수술, 집담회 스케줄(2010년 기준)

- 3명의 임상강사가 각각의 월별 순환근무 스케줄에 

따라 환자 진료, 수술 및 파견교육에 참여한다(L: Pf. 이
영주, P: Pf. 박광민, H: 황대욱, GI: 소화기내과 파견, 
ICU: 중환자실 파견, DR: 영상의학과 파견).

3) 담도 및 췌장암센터

- 간내담관암, 간문부담관암, 간외담관암, 담낭암 및 

췌장암 등 담도계와 췌장내 악성종양들을 대상으로 진

단, 수술, 수술 전후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전문

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치료율과 질적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담도 및 췌장외과, 방사선종

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진단에

서부터 치료까지 환자중심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

하고 담도계와 췌장종양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를 시

행한다. 
- 담도 및 췌장암센터의 통합컨퍼런스를 통해 Multi-

disciplinary approach의 실제를 경험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환자 진료 능력의 배양과 함께 다

자임상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 

2. 학술 

1) 과내 학술행사 일정 

(1) HBP Progress Report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30
내용: 분과 전원 참석 하에 기초 및 임상연구 진행과

정, 학회 및 논문 발표 준비 확인

임상강사: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상황 및 중간결과 보

고, 학회 및 논문 준비상황 보고, 신규 연구과제 제안 

및 연구계획 초안 작성 

(2) Weekly Paper Round with M&M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00
내용: 주간 환자동향 보고, 주간 수술례 정리 및 예정 

수술 확인 및 조정, 분과 내 Morbidity & Mortality 증
례보고

임상강사: 특이한 수술 소견을 보인 수술례에 대한 증

례발표, 분과 내 Morbidity 증례에 대한 발표

(3) Journal Club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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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과 전원 참석 하에 분야별 분과지정 필독 논

문(별첨자료 참조) 및 최신 논문(별첨자료 참조) 발표

임상강사: 분과지정 필독논문 목록 첨삭 및 최신 논문 

선별, 필독/최신 논문 review 및 발표

(4) 담도 및 췌장암센터 통합 Conference

시간: 격주 금요일 오후 5:00
내용: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담도 및 췌장외과, 방사

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전문의로 구성된 센터 

전문의 모임으로 증례를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의 방침

을 결정

임상강사: 1회/2개월 빈도로 증례발표 준비 및 통합 

conference에서 제안된 연구주제에 대한 초안 작성/발표

(5) HBP – 영상의학 Conference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3:30
내용: 수술 전/후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 영

상의학적 자문 및 수술장 소견을 바탕으로한 영상의 재

판독을 통해 간담도췌외과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영

상의학의 판단능력 배양

임상강사: 수술 전/후 영상의학적 토의가 필요한 환자

를 미리 선정하고, 환자의 수술계획/소견에 대한 발표 

(6) Brief Clinical Research Meeting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내용: 분과 Staff 및 임상강사가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는 임상연구의 경과보고 및 추후 진행방침 결정

임상강사: 현재 진행/계획중인 임상연구의 경과보고 

및 추후 진행계획 발표

(7) Surgical Grand Round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7:00
내용: 외과 내 전체 스텝, 임상강사 및 전공의 참석 

하에 각 분야별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강연 

임상강사: 외과 영역 전체에 걸친 최신 연구 동향 및 

지견의 습득

(8) Morbidity and Mortality Conference

시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7:00
내용: 외과 내 전체 스텝, 임상강사 및 전공의 참석 

하에 Morbidity and Mortality 증례에 대한토론 

임상강사: Morbidity and Mortality 증례에 대한 집중

토의

(9) 소아간이식 컨퍼런스

시간: 소아간이식 예정 2주전 화요일 오후 4:30분
내용: 소아간이식 관련 임상과(소아과, 병리과, 영상의

학과, 소아외과, 간담도췌외과) 참석하에 소아간이식 증

례에 대한 토의 및 치료방침 협의

임상강사: 소아간이식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및 치료방침 결정과정에 참여

(10) Research Lab. Conference

시간: 격주 금요일 오후 5:00
내용: 임상강사에 대한 research와 관련된 기본 교육 

진행, 분과내 혹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 혹은 계획

중인 연구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진행

임상강사: 기초 및 임상연구와 관련된 기본내용의 습

득 및 심화학습

과내 학술행사와 관련한 임상강사의 교육활동

- 학생 교육

울산의대 의학과 정규 및 실습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간담도췌외과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의로서 습득해

야 할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을 담당한다.
- 전공의 교육

외과 전공의로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간담도췌외

과 수술 수기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지식 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을 이끌어나갈 의학자로서 갖추어

야 할 기초 및 임상 연구, 발표력, 의료 윤리,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매주 분과 Staff, 전임의 및 전공의들이 모여 그 주

에 시행된 수술을 보고하고 수술 합병증 및 치료 과

정, Morbidity and Mortality증례 및 중요 증례를 

함께 토의한다.
매주 시행되는 Journal Club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공의 교육에 일조한다. 
매주 시행되는 HBP-영상의학 conference에서 증례

의 준비, 토의를 담당하여 전공의들의 간담도췌외과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한다.
2) 학술 집담회/국내외 학회 참여 및 논문 발표 

(1) 년간 국내 학술 집담회 및 학회에 2회 이상 발표

    간외과클럽

    췌장외과연구회

    대한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기타

(2) 해외 학회 참여 및 발표 : 임상강사 수련기간 중 

1회 이상

    IHPBA (International hepato-pancreato-biliary as-
sociation)

    ELSA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ons of 
asia)

    APHPBA (Asia-pacific hepato-pancreato-biliary as-
sociation)

    IASG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rgeons, 
Gastroenterologists and Oncologists)

    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기타

3. 연구

간담도췌외과 기초/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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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담도, 췌장 질환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임상 연구 

방법 및 기초 실험 연구 기술을 습득하여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 각종 관련 conference에 적극적으로 참석, 발표하고, 

전공의 교육 및 학생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1) 기초/임상 연구(별첨자료의 HBP Progress Re-

port 참조)

- 임상강사 근무기간인 24개월간 기초 실험, 임상 연

구를 각각 담당한다.
(1) 기초 연구: 2년차 임상강사를 중심으로 동물실험, 

병리검체 분석 등 Clinical Research Meeting에서 토의

된 내용을 주제로 연구를 시행.
분자생물학적 기초연구 진행.
(2) 임상 연구: 환자 또는 임상시험 자원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시행.
임상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
2) 논문 작성(별첨자료의 HBP Progress Report 

참조)

기초,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1년에 2편 이상 SCI jour-
nal에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임상연구와 관련한 IRB 서류 제출 및 연구계획

서를 작성한다. 

임상강사 연차별 업무

1. 1년차

- 입원 환자 진료

- 학생 및 전공의 교육 

- 수술 일정 관리

- 담도 및 췌장암센터 통합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 HBP-영상의학 컨퍼런스 준비 및 발표

- 국내 및 국제학회 참석 및 발표 

- SGR 참석 

- 수술 기본 술기 습득

- 임상 연구 계획 및 수행 

- 임상연구 자료 정리 및 논문 작성

2. 2년차

- 입원 환자 진료

- 학생 및 전공의 교육 

- 담도 및 췌장암센터 통합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 HBP-영상의학 컨퍼런스 준비 및 발표

- 분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 국내 및 국제학회 참석 및 발표 

- SGR 참석 및 발표 

- 수술 기본 술기 습득

- 임상 연구 계획 및 수행 

- 임상연구 자료 정리 및 논문 작성 

평가기준 및 평가표 서식 

- 논문 및 연구 실적 30% 
- 수술 및 진료 실적 20% 
- 집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준비와 진행, 발표 능력 

10%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0% 
- 인성평가 및 조직내 구성원 대인관계 20% 
- 임상실험 계획 및 진행 참여 실적 10% 

평가표 서식(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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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년차   : 진료 과목 :                         과

평가 기간 : 20  .    .     .  ~   20  .    .     . 평가 교수 :                        (인)

평가 일자 : 20   .   .    . 과(실) 장 :                        (인)

* 이 평가표는 진급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평가하여 주십시오.

* 10점 또는 0점을 줄 경우와 기타 언급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소상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 평가시 과내 여러 Staff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or Fair Good Exce llent

   출퇴근 및  근무위치 준수

   복장과 용모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윤리성, 친절성)

   의료인력과의 관계 (협동성, 인화 등)

   Call에 대한 신속한 응답

   환자에 대한 문진, 진찰 능력

   검사 결과 해석 능력

   치료방침 결정 혹은 수술 능력

   교육자적 능력 (학생 및 전공의 교육)

   의무기록 작성

   의학적 기본 지식

   근거에 따른 문제 해결 태도 (Evidence based medicine)

   배우려는 자세

   집담회 참석 및 토론 능력

   임상 및 기초 연구 능력

0 1 2 3 4 5 6 7 8 9 10

담당교수

진료과장

 * 해당 점수에 ○ 표하여 주십시오

종합평가
Poor Fair Good Excellent

의학적
지  식

임상강사  근무 평가표

세  부  항  목
해당란에 V 하여 주십시오

기본소양
및

근무자세

임상능력

별첨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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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cy                                        747

Hepatocellular carcinoma 201

Perihilar cholangiocarcinoma 67

Common bile duct cancer 86

Gallbladder cancer 68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50

Ampullar of Vater carcinoma 28

Pancreas cancer 72

Duodenal cancer 11

Metastatic liver tumor 164

Benign                                          1016

   GB (stone,polyp, etc) 939

   CBD/IHD stone 32

   Benign liver tumor 19

   Pancreas IPMN 16

   Choledochal cyst 10

별첨자료 2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HBP division) 
     2010 연보 –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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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878

2. Open cholecystectomy 102

3. Hepatic lobectomy/sectionectomy 339

4. Non-anatomical resection of liver 142

5. Pylorus-preserving PD 115

6. Whipple’s operation 20

7. Total pancreatectomy 8

8. Distal pancreatectomy 30

9. Bile duct resection 37

10. Choledocho-enteric bypass 13

11.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on 7

12.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7

13. Laparoscopic hepatectomy 6

14. Robot-cholecystectomy 2

15. Extended cholecystectomy 27

16. HPD 3

17. Pediatric liver transplantation 17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HBP division) 
     2010 연보 – 수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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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ellow 수술 실적(fellow1 :12개월 / fellow2: 8개월 기간) 

술기 Fellow -<1> Fellow -<2>

양성질환 Laparoscopic/open cholecystectomy 263 234
Laparoscopic/open bile duct exploration 

and T-tube insertion
1 1

IHD stone 3 0

(open) choledochal cyst excision 2 1

Trauma laparotomy for HBP field 0 1

악

성

질

환

간 Hepatic mobilization 62 37
Hepatic hilar dissection 26 18
Glissonean approach 23 11
Hanging maneuver 1 2
Minor hepatic resection 30 19
Right anterior/ posterior sectionecetomy 11 2
Left lateral/medial sectionectomy 15 2
Right/left hepatectomy 12 3

담도/

췌장

Kocher’s maneuver 63 49
Hepatoduodenal ligament dissection 34 22
Aortocaval nodal dissection 8 6
Hepaticojejunostomy 84 72
Pancreaticojejunostomy 25 15
Distal pancreatectomy 3 6
Pancreaticoduodenectomy 16 10
Spleen-preserving DP 0 1

복강경 Laparoscopic choledochal cyst excision 1 0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1 2
Laparoscopic minor hepatectomy 4 0

소아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 (1st assist)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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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0일(근무일 기준)
해외학회 지원: 연2회,  실비지원

임상강사 2년차 해외연수 지원 : 1달간 원하는 곳

         (병원내 교육심의위원회 심사후 선정)
파견: 2년차때 본원 외과 Pancreas part 

(prof. 김송철)  2달간 파견수련

급여: 연 0000만원 정도(세후) -만족

임상강사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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