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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추계 심포지엄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연구원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
Tel: 053-250-7599 | E-Mail: skrgs.office@gmail.com

오시는 길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F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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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생명
산업연구원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
Tel: 053-250-7599
E-Mail: skrgs.office@gmail.com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문의처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08:30-16:50
장소 |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F 대강당

2018년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추계 심포지엄

프로그램
초대의 글

08:30-08:50

Registration

08:50-08:55

Opening Remark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08:55-09:00

Program Introduction

안녕하십니까,

Session 1. Diverse Robotic Surgery in Special Condition

지난 3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한

09:00-09:20

Robotic Surgery for Endometriosis

박주현 (연세의대)

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의 첫 심포지엄이었던 “2018

09:20-09:40

Robotic Sacro-colpopexy

이사라 (이화의대)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제1차 춘계 심포지엄”을

09:40-10:00

Robot Single-Site Surgery in Gynecology

장태규 (계명의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10:00-10:10

Discussion

이번 “2018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추계 심포지엄”을

10:10-10:30

Coffee Break

이어가고자 합니다.

Session 2. Recent Issues of Robotic Surgery in Gynecology

이번 심포지엄은 산부인과 치료에 있어 로봇수술의

10:30-10:45

Navigation Surgery Using NIR-ICG: Sentinel Node Biopsy

송재윤 (고려의대)

최신 지견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10:45-11:00

Enhanced Recovery after MIS (ERAmiS)

백지흠 (아주의대)

마련하였습니다. 산부인과 로봇수술에 대한 다양한

11:00-11:20

Cons: Stop Doing MI Radical Hysterectomy after LACC Trial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기

11:20-11:40

Pros: Continue with Robot-assisted Radical Hysterectomy Even after LACC Trial

자궁경부암에서의 최소 침습술을 이용한 근치적

11:40-12:00

Panel Discussion: Pros vs Cons

사회: 이근호 사무총장
조치흠 회장
김대연 학술위원장

12:00-13:30

미래의 로봇수술의 발전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공유할 수

Session 3. Live Demonstration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진료와 학문적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장 조 치 흠

주원덕 (차의과학대)
김대연 (울산의대)

Pros: 배재만 (한양의대), 민경진 (고려의대)

Lunch

합니다. 또한 자궁근종절제술의 Live surgery 세션과

산부인과 로봇수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층 성장하는

좌장: 조치흠 (계명의대), 성석주 (차의과학대)

Cons: 박 현 (차의과학대), 정근오 (경북의대)

자궁절제술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있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와 토론이

좌장: 김종혁 (울산의대), 문혜성 (이화의대)

Moderator: 김태중 (성균관의대, Auditorium), 신소진 (계명의대, Theater)

13:30-15:20

Robotic Myomectomy with Intraoperative Ultrasound Monitoring

15:20-15:40

Coffee Break

Session 4. Future Perspective of Robotic Surgery

김미란 (가톨릭의대)

좌장: 김기형 (부산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15:40-16:00

Solo Robot Surgery and Deep Learning

정태경 (차의과학대)

16:00-16:20

Revo-i System

김진욱 (미래컴퍼니)

16:20-16:40

Da Vinci SP System

16:40-16:50

Discussion

16:50

Closing Remark

Min Masterson (Intuitive Surgical)
김미란 (가톨릭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