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으로 보는 

대한미세수술학회 

25년사 





2005-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현 회장 

김형민 (가톨릭대학교 정형외과)  







1981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초대 회장 

백만기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몸이 불편해서 못 가지만, 대한미세수술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7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현 이사장 

정덕환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연대순으로 모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존칭은 생략됩니다. 

 

사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선 교수님: 우리나라 미세수술의 대부 

2001 WSRM Inaugural Meeting: 대만 Taipei 

이선: 미국 UC San Diego, 국제미세외과학회 창설자 



1975년 8월 21일 

제1회 Korean Microvascular Surgical Workshop: 경희대학교 

 가운데가 이선 (샌디에고대학병원 미세수술센터 소장) 



1975년 8월 21일 

제1회 Korean Microvascular Surgical Workshop: 경희대학교 



1976년 2월 

유명철 (경희대학교) 

국내 최초 대퇴부 재접합수술 성공 후 환자상태 체크 



1976년 

센디에고대학교: 유명철 (경희대학교), 이 선 (샌디에고대학교) 



1978년 

유명철 (경희대학교) 

국내 최초 Toe-to-Thumb Transplantation 



1978년 

임풍 (가톨릭대학교)  

유리 피판술: groin free flap 

 



1979년 

임풍 (가톨릭대학교)  

omental free flap & 2수지이상 재접합 성공 



1982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이희영 (서울대학교 비뇨기과)  



1983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최억 (연세대학교 안과)  



198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김근호 (한양대학교 흉부외과)  



1985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정환영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198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김수태 (서울대학교 일반외과)  





1987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장윤석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1987년 7월 

미세수술 연수 워크샆: 충남대학교 

가운데가 이선 (샌디에고대학병원 미세수술센터 소장) 



1988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주정화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1989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김진환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1990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유명철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1991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최창락 (가톨릭대학교 신경외과)  



1992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김기령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1992년 11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992년 11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탁관철, 이광석, PC Leung, 김기령, 백세민, 한수봉, 정문상 



1992년 11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김기령 회장, 이광석 이사장: 대한미세수술학회지 창간 



1992년 

안희창 (한양대학교)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 



199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백세민 (인제대학교 성형외과)  



1994년 11월 3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알렌관 



1994년 11월 3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알렌관 

감사패 증정: 전임 회장 백세민, 신임 회장 이광석 



1995-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이광석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1995-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이광석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1995-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이광석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1995-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이광석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1997-8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한수봉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1997년 6월 7일 

대한미세수술학회 춘계 심포지움: 영남대학교 



1997년 3월 

APFSSH Inaugural Meeting: 호주 Perth 

김풍택, Ogino, Doi, Tamai, 탁관철, Beppu 



1998년 6월 27일 

대한미세수술학회 춘계 심포지움: 단국-순천향대학교 



1998년 10월 30일 

제25차 일본 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일본 동경 Prince Hotel 

Levin, Tzai, Beppu, 한수봉, 탁관철 



1999-2000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오석준 (한림대학교 성형외과)  





1999년 5월 16일 

대한미세수술학회 춘계 심포지움: 아주대학교 



2000년 6월 3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동아대학교  



2000년 6월 3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동아대학교  



2001-2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정문상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2001년 11월 15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B102 강의실 



2001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회: 어양 



2001년 5월 19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충남대학교 

노태석, 오석준, 초청연자-Masamichi Usui(홋가이도대학), 탁관철 



2001년 5월 19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충남대학교 



2001년 11월 3일 

WSRM Inaugural Meeting: 대만 Taipei 

국내회원 27명 참석, 37편 paper 발표 



2001년 11월 3일 

WSRM Inaugural Meeting: 대만 Taipei 



2001년 11월 3일 

WSRM Inaugural Meeting: 대만 Taipei 

이선: 미국 UC San Diego, 국제미세외과학회 창설자 



2001년 11월 3일 

WSRM Inaugural Meeting: 대만 Taipei 



2001년 11월 5일 

국제미세재건외과학회(ISRM) Satellite Symposium: 아주대학교 
오석준, 김수신, Katsumi Tanaka(Nagasaki대학), Yue-Bih Tang(대만대학),  

Hung Chi Chen & David Chuang(장궁병원), Martin Koppel(스위스) 



2002년 5월 1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전북대학교  



2002년 5월 1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전북대학교  



200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탁관철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200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탁관철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200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탁관철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제일 좌측:Taylor, 제일 우측:Susumi Tamai  



200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탁관철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1988년 제9차 IPRS 학회: 일본 Fuji Moutain view hotel 

Doi, Julia Terzis, Nozaki 



2003-4년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탁관철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2006년 중국미세수술학회 

Zhang Di Sheng, Cheng Guo Liang 



2003년 3월 3일 

제4차 APFSSH: 서울 Hotel Lotte World 



2003년 3월 3일 

제4차 APFSSH 조직위원회: 서울 Hotel Lotte World 



2003년 5월 1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경북대학교  



2003년 5월 1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경북대학교  



2003년 9월 30일 

‘임상미세수술학’ 교과서 발간 



2003년 11월 6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003년 11월 6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감사패 증정: 전임 회장 정문상, 신임 회장 탁관철 



2003년 11월 6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초청 강연: Robert Pho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2003년 11월 6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003년 11월 13일 

제30차 일본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일본 Okayama 

우상현, 이기준, Hung Chi Chen, Tamai, 김효헌, 

김주성, 탁관철, Koshima, 



2004년 5월 15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전남대학교 



2004년 5월 15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전남대학교 



2004년 11월 27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2004-5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김우경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2004-5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김우경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WSRM-Heidelberg / WSRM-Teipei, Koshima 



2005년 5월 2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 연세대학교 원주 매지캠퍼스 테크노밸리 강당 



2005년 5월 2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 연세대학교 원주 매지캠퍼스 테크노밸리 강당 



2006년 5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2006년 5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