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11월 2일(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하여 사전등록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 조기마감시 현장등록은 어렵습니다.

●  등록방법 
온라인/이메일 사전등록 후 입금바랍니다. 
온라인:  
E-mail: skrgs_office@naver.com

●  등록안내 
등록비(연회비 1만원 포함),  
전문의 4만원, 전공의 2만원, 간호사 2만원

●  계좌번호 
  1005-103-892175 (예금주: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성  명
병  원  명
의사면허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비  고 □ 전문의   □ 전공의   □ 간호사   □ 연구원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성모병원 본관 9층 산부인과의국 
Tel. 02)2258-2813   |   E-mail. skrgs_off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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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2022. 11. 5(SAT)
대구메리어트호텔

제1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대회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6 대구 메리어트 호텔

The 1st Annual Congress of  
Society of Korean Robot Gynecologic Surgery 



08:30-08:50 Registration
08:50-08:55 Welcome and Announcements 김용범 (서울의대)
08:55-09:00 Congratulatory Messages 김영태 (연세의대)

사회 서동훈 (서울의대)

Session 1. Robotic SP Surgery: from A to Z 좌장 권상훈 (계명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09:00-09:15 S1-1 Tips & troubleshooting for SP set-up 이사라 (울산의대)

09:15-09:30 S1-2 Robotic SP surgery for GYN benign disease 이정훈 (이화의대)

09:30-09:45 S1-3 Robotic SP surgery for GYN cancers 김상운 (연세의대)

09:45-10:00 S1-4 Cons: Is it a "game changer" for robotic GYN surgery? 신소진 (계명의대)

10:00-10:10 Discussion
Session 2. Expert Know-hows in Robotic GYN Surgery 좌장 김영태 (연세의대), 조치흠 (계명의대)

10:10-10:25 S2-1 Robotic adenomyomectomy 정용욱 (차의대)

10:25-10:40 S2-2 Robotic hysterectomy for huge uterus 이용석 (가톨릭의대)

10:40-10:55 S2-3 Robotic vNOTES for GYN disease 김태중 (성균관의대)

10:55-11:05 Discussion
11:05-11:20 Break
Session 3. Reviews for Interesting Scientific Works & the Authors' Opinions 좌장 김미란 (가톨릭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11:20-11:35 S3-1 Early evaluation of Versius in robotic hysterectomy: A prospective study 김슬기 (서울의대), Mark Slack (UK)

11:35-11:50 S3-2 Cystoscopic-guided robotic resection of bladder trigone endometriosis 류기진 (고려의대), Xiaoming Guan (USA)

11:50-12:05 S3-3 Robotic tubal reanastomosis after sterilization: a choice for family planning 전승주 (가천의대), Ibrahim Alkatout (Germany)

12:05-12:20 S3-4 Use of uterine manipulator in robotic surgery for endometrial cancer 이원무 (한양의대), Keiichi Isaka (Japan)

12:20-12:35 S3-5 MEMORY study: multicenter study of MIS vs open radical hysterectomy 이윤희 (경북의대), Mario M. Leitao (USA)

Session 4. Luncheon Symposium 좌장 김용만 (울산의대)

12:35-13:30 S4-1 The Purpose and Power of Robotics, Data and Digital   Chris Fitzpatrick (Intuitive Surgical) 
이성종 (가톨릭의대)

Session 5. Featured Oral Presentations 좌장 유은희 (경희의대), 성석주 (차의대)

13:30-14:10 S5-5 TBD (Oral Presentations)
Session 6. Video Communication to Accelerate the Learning Curve of Roboic Surgery 좌장 문혜성 (이화의대), 박동춘 (가톨릭의대)

14:10-14:30 S6-1 Is there any royal road to performing robotic hysterectomy? 소경아 (건국의대), 백지흠 (아주의대) 

14:30-14:50 S6-2 How to minimize endometrium damage during robotic myomectomy 김성민 (차의대), 조시현 (연세의대)

14:50-15:10 S6-3 How to use robotic SP system for ovarian cystectomy 안준우 (울산의대), 정경아 (이화의대)

15:10-15:30 S6-4 Troubleshooting during robotic SLNB in GYN cancers 노준호 (성균관의대), 이근호 (가톨릭의대) 

15:30-15:50 Break
Session 7. Key Steps of Robotic Radical Hysterectomy for Better Outcomes 좌장 박정열 (울산의대), 서동훈 (서울의대)

15:50-16:05 S7-1 Resection of lateral parametrium 심승혁 (건국의대)

16:05-16:20 S7-2 Resection of ventral parametrium 송재윤 (고려의대)

16:20-16:35 S7-3 Resection of dorsal parametrium 이산희 (연세원주의대) 

16:35-16:45 Discussion
Closing Remarks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길고 지루하던 장마가 지나간다 싶더니 바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

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올해 11월 5일 (토)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

었습니다. 8회의 심포지엄을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하였고, 이제 일반연제 

구연 세션을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시작하는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이 기쁜 자리에 회원님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전은 SP 시스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고 SP의 유용

성과 효용에 대한 토론을 첫 세션에 준비하였습니다. 용도 제한성 때문

에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로봇 집도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흔하지만 매우 난해하여 꿀팁이 항상 궁

금한 adenomyomectomy 와 hysterectomy of huge uterus에 대

한 ‘엑스퍼트 노하우’ 와 함께, 알지만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vNOTES 

로봇수술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오전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

서는 로봇수술과 관련된 핫이슈 발표논문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

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로봇플랫폼인 Versius, bladder trigone 

endometriosis 절제, 로봇 tubal reanastomosis, 자궁내막암 수술에

서 manipulator 사용, 자궁경부암에서 MIS의 생존율 악화(LACC RCT 

결과)에 대한 반박 MEMORY study가 자세히 소개되어 참석하신 회원

님들의 흥미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후에는 일반연제 구연발표에 이어, 아직 learning curve중에 있는 많

은 로봇 집도의들을 위한 video session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른한 오

후 시간을 유용하고 재미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

막 세션에서는, 부인암 집도의라면 꼭 알아야 하지만 늘 자신이 없게 느

껴지는 radical hysterectomy중 parametrectomy에 대해 lateral, 

ventral, dorsal 파트로 나누어 심도 있게 보여드리고 더 향상된 수술 결

과를 위해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제1회 학술대회인 만큼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참석하신 회원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기대를 꽉 채워 가시는 하루가 될 것

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뵙겠습니다. 본 학술대

회는 당일 해당 COVID-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성 석 주
회장  김 용 범  

초대의 글 2022년 제1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대회
The 1st Annual Congress of Society of Korean Robot Gynecologic Surgery 

2022. 11. 5(SAT)    대구메리어트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