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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SKRGS 2022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원님들께,

제8차 심포지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와, 이렇
게 다시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님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08:30-09:00

Registration

09:00-09:05

Welcome address

김용범 (서울의대)

길지 않은 학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의
지와 열정이 많은 회원님들의 노력과 더해져 오늘의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가 있을 수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열정을 이어, 2022년 제8차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연자-토론자 진행 방식은, 발표
중에 서로 대화하면서 해당 주제의 장단점과 특징 등 다각도에서 새
로운 토론이 이루어져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회원님들의 흥미를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09:05-09:10

SKRGS official journal: GRS (Gynecologic Robotic Surgery)

이근호 (가톨릭의대)

첫 세션에서는, Robotic Single-Site (RSS) 자궁근종절제술의 여
러 가지 변형 기법들을 경험 많은 연자 분들을 통해 접하실 수 있고,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Port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구 조
합들의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수술장에서 여러 가지 증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새로운 또는 더 나은 세팅의 옵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로봇 비뇨부인과 수술과 부인암 수술 중 난이도 있
는 술기들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영역들의 집도의
선생님들에게 매우 관심있는 시간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후
세션에 앞서 이들 술기들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Vessel Sealer
Extend (VSE)의 소개가 Intuitive Surgical Korea 런천 심포지엄으
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COVID-19 감염이 다양한 변이 변종을 만들어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심
포지엄은 해당 시점에서 권장되는 방역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사회: 서동훈 (서울의대)

Session 1 My Ace in the Hole for Robotic Single-Site (RSS) Myometomy
09:10-09:30

S1-1 RSS myomectomy using semi-rigid instruments

이은주 (중앙의대) / 김성민 (차의대)

09:30-09:50

S1-2 RSS myomectomy using rigid instruments

하중규 (을지의대) / 조현웅 (고려의대)

09:50-10:10

S1-3 RSS myomectomy using hybrid technique

김태훈 (서울의대) / 조혜연 (한림의대)

10:10-10:30

S1-4 RSS myomectomy using articulating laparoscopic instrument

이근호 (가톨릭의대) / 노준호 (성균관의대)

10:30-10:45

Discussion

10:45-11:00

Break

Session 2 Painstaking Efforts to Reduce Ports using LESS Platform in Robotic GYN
Surgery

조치흠 (계명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11:00-11:20

S2-1 3-ports (umbilicus/camera + 2 rigid instruments)

이원무 (한양의대) / 강지은 (연세원주의대)

11:20-11:40

S2-2 2-ports (umbilicus/camera & 1 rigid instrument + 1 rigid instrument)

지용일 (인제의대) / 원세연 (차의대)

11:40-12:00

S2-3 2-ports (umbilicus/camera & 2 semi-rigid instruments + 1 rigid instrument)

백지흠 (아주의대) / 소경아 (건국의대)

12:00-12:15

Discussion

Session 3 Luncheon Symposium
12:15-12:35

S3-1 Advanced Optimization with VSE

12:35-13:10

김기형 (부산의대)
김태중 (성균관의대)

Break

Session 4 Robotic Urogynecologic Surgery: All We can Do

문혜성 (이화의대), 권상훈 (계명의대)

13:10-13:30

S4-1

Robotic sacrocolpopexy with total hysterectomy

김태현 (건양의대) / 이건우 (충남의대)

13:30-13:50

S4-2

Robotic sacrocervicopexy with supracervical hysterectomy

이사라 (울산의대) / 남궁정 (가톨릭의대)

13:50-14:10

S4-3

Robotic pectopexy with vaginal approach

장태규 (계명의대) / 이은현 (인제의대)

14:10-14:30

S4-4

Prevention & management of complications

신정호 (고려의대) / 이마리아 (서울의대)

2022년 5월 21일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제8차 심포지엄에서
뵙겠습니다.

14:30-14:45

Discussion

14:45-15:00

Break

감사합니다.

Session 5 Key Steps for Optimal Robotic GYN Cancer Surgery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성 석 주
회장 김 용 범

김용만 (울산의대), 김미란 (가톨릭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성석주 (차의대)

15:00-15:20

S5-1 Robotic SP radical hysterectomy

송재윤 (고려의대) / 이윤희 (경북의대)

15:20-15:40

S5-2 Robotic nerve-sparing radical hysterectomy

이산희 (연세원주의대) / 심승혁 (건국의대)

15:40-16:00

S5-3 Robotic pelvic & paraaortic SLN mapping

박정열 (울산의대) / 옥지훈 (성균관의대)

16:00-16:20

S5-4 Robotic upper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김상운 (연세의대) / 조재현 (순천향의대)

16:20-16:35

Discussion
Closing Rem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