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4월 2일 (화) 자정까지
등록 방법
이메일로 사전등록 후 입금바랍니다.
E mail skrgsoffice@naver.com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등록비

전문의 3만원 / 전공의 1만원 / 간호사 1만원
*학회 연자, 좌장 선생님들께서는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제 3차 심포지엄

계좌번호

대구은행 504-10-306686-2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조치흠)
*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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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연구원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문의처

오시는 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성서캠퍼스) 1층 존슨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일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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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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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토) 09:00-17:00

장소・계명대학교

의과대학(성서캠퍼스) 1층 존슨홀

주최・산부인과로봇학회,
평점・5점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신생학회였던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두 번의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치고, 2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심포지엄에서의
뜨거웠던 열기를 이번 “2019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제3차 심포지엄”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부인과 로봇수술에 대한 다른 학회에서의
소식들을 공유하고, 유럽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SERGS)
René H.M. Verheijen회장 및 덴마크 오덴세 대학병원
Pernille T. Jensen교수를 초청하여 해외에서의 산부인과
로봇수술의 교육 및 현황에 대해 살아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로봇수술을 하고자
하는 국내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강의들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수술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와 토론이
산부인과 로봇수술의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 분야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새로이 Film session을 마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케이스나 합병증, 새롭거나 개선된 테크닉 등
산부인과 로봇수술 술기에 대한 지식 공유와 토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진료와 학문적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한 자리 이오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08:30-08:50
08:50-08:55
08:55-09:00

Registration
Opening Remark
Congratulatory Message

Session 1. Reports from Other Society of Robotic Surgery
09:00-09:20
09:20-09:40
09:40-10:00
10:00-10:10

SERGS 2018
ASRS 2018
AAGL 2018
Discussion

10:10-10:30

Coffee Break

Session 2. Robotic Gynecologic Surgery in Europe
10:30-10:50
10:50-11:10
11:10-11:20

좌장 김용만 (울산의대), 김미란 (가톨릭의대)
이용석 (가톨릭의대)
정윤지 (가톨릭의대)
장태규 (계명의대)

좌장 김영태 (연세의대), 허수영 (가톨릭의대)

Survival following a national introduction of robotic surgery for cervical cancer
Pernille T. Jensen
(Odense University Hospital)
Survival following a national introduction of robotic surgery for endometrial cancer
Siv Lykke Joergensen (Odense University Hospital)
Discussion

Session 3. Special Lecture
11:20-11:40
11:40-11:50

SERGS Robot education guideline
SKRGS & SERGS MOU signing ceremony

11:50-13:20

Lunch (+병원 투어)

Session 4. Robotic Training Curriculum in Korea
13:20-13:40
13:40-14:00
14:00-14:20
14:20-14:30

좌장 조치흠 (계명의대)
René H.M. Verheijen (President of SERGS)

좌장 이재관 (고려의대), 문혜성 (이화의대)

Emphasis & Establishment of standard training course in Korea
New paradigms accelerating the learning curve
Robotic surgery pearls for beginners
Discussion

Session 5. New Angles in Robotic Gynecologic Surgery
14:30-14:50
14:50-15:10
15:10-15:30
15:30-15:40

Strageties to overcome LACC trial results in RRH
Real practice with da Vinci SP system in gynecology
Late breaking news in robotic devices
Discussion

15:40-16:00

Coffee Break

Session 6. Film Sessions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장 조 치 흠

사회 이근호
조치흠 회장
김영태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부회장)

김태중 (성균관의대)
백지흠 (아주의대)
박동춘 (가톨릭의대)

좌장 김기형 (부산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정경아 (이화의대)
김상운 (연세의대)

좌장 권상훈 (계명의대), 성석주 (차의대)

16:00-16:40

Video presentation & Free communication (4 cases, 10 minutes each)

16:40-16:50

Closing Remark

TBD
김미란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