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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동아 최소침윤 및
로봇 비뇨기수술 심포지엄
•2018년 10월 3일 (수) 08:20 ~ 12:45

•동아대학교의료원 센터동 지하1층 세미나실
•진행자 동아의대 김수동

Registration
Opening Remark

동아의대 성경탁

Session 1 Prostate Cancer

좌장 : 동아의대 성경탁 / 가톨릭의대 김덕윤 / 제일병원 배양규

•08:20~08:40
•08:40~08:45

•08:45~09:00
•09:00~09:15
•09:15~09:30

Results of transperineal MRI US fusion biopsy
Local treatment for oligometastatic prostate cancer ; myth or truth?
Surgical management of postprostatectomy Impotence

Session 2 Invited Lecture I
•09:30~09:45
•09:45~10:00
•10:00~10:15
•10:15~10:30

고려의대 강성구
영남의대 고영휘
부산의대 박현준

좌장 : 계명의대 박철희 / 원광의대 서일영 / 인제의대 민권식

Innovative bipolar enucleations of BPH
Xiao Wang (CUA)
Treatment Strategy of Renal Tumor with Venous Tumor Thrombus – the IUPU Techniques Liqun Zhou (CUA)
Diagnostic biomarkers for prostate cancer in Chinese : PSA and beyond.
Rui Chen (CUA)
Global trends and its impact to the MedTech business - a synopsis of selected trends
Reinhard Zentner (Germany)

•10:30~10:45

Coffee Break

Session 3 Endourology
•10:45~11:00
•11:00~11:15

Actual surgical tips during RIRS
Actual surgical tips during PNL

Session 4 Bladder Cancer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15~12:30
•12:30~12:45
•12:45

동아의대 이기수
인제의대 오철규
좌장 : 건국의대 김홍섭 / 전남의대 권동득 / 고신의대 최 성

BCG Immunotherapy in T1 high grade bladder cancer
Bladder preservation strategy in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Initial experience of Immunotherapy in bladder cancer

Session 5 Invited lecture II
•12:00~12:15

좌장 : 경희의대 전승현 / 제주의대 허정식 / 동아의대 김수동

인제의대 이찬호
고신의대 강수환
부산의대 구자윤

좌장 : 경북의대 권태균 / 충남의대 나용길 / 전남의대 오경진

Do we have to do a renal biopsy in small renal mass?
동아의대 윤성국
Hypofractionated, dose-escalated,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동아의대 최영민
therapy (IMRT) in localized prostate cancer.
Discussion
계명의대 김병훈, 전남의대 김명수, 대동병원 서영은, 조은금강병원 지준엽
Adjourn

•주최 :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로봇수술센터
•후원 : 한남비뇨기과학회 / 대한내비뇨기과학회 / Asian School of Urology(아시아비뇨기과학회)
•문의 : 로봇수술센터 051)240-5448 (※ 등록은 학회 당일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등록비는 구분 없이 1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