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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인사말

2020년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연세의대 김영태
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수선한 국내외 의료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
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유행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
한 국내 및 국제 학회들과의 지속적인 학문교류를 통해 학회발전을 이어 나갔으나
현재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택트 세상에 살게 되었고 직접 대면해서 학술발전
을 이루던 시스템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 학술 대회 기간 중에 명망있는 연구자를 초청하여 전세계 유수의 기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장 김영태

과 연구자들과 함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왔으나
이제는 언택트의 시스템을 이용한 학문 발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FIGO, AOFOG,
AAGL 등의 국제학술기관과의 적극적인 언택트 시스템을 이용한 상호 학술관계 형
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질환 진단과 치료에서 그 동안 축적해온 대한산
부인과내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의 장점과 노하우를 국제적인 공동연구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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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언택트의 국제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전문가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앞으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전문가가 학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서는 학회
홈페이지의 활발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한
앱(app) 제작 및 활성화를 통해서 학문적 성과도 신속하게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
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훌륭한 선배 원로교수님, 동료교수 및 후배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학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회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 종결에 따른 기존의 비언택트 시대로 회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학문적 준비를 역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관심 어린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는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섬기는 리더쉽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회원님과 활발한 소통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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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소개

2021년 4월 2일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첫 사무국 개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사무국은 2021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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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주하였으며, 개소식에는 역대 명예회장단 및 상임이사진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88년 창립 이후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오늘날 첫 사무국을 개소하게
된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학회인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가 한 건물에 사무국을 마련함으로써 학술활동 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
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내외 의료계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
데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진료, 연구, 교육에 헌신적으
로 매진하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달 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부인과 영역의 내시경술 학술 발전과 지식 공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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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남은지

국장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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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인사말

부회장 이재관 (고려의대)
선배 교수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온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 황경주 (아주의대)
새로이 부회장을 맡은 아주대학 황경주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산부인과 내시경.
최소침습수술은 그동안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술기 발표와 그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 회장님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여성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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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문화숙 (좋은문화병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 소식지 재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한 산부인과 내시경 학회의 감사를 맡게 된
문화숙입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로서,
그리고 학회 회원으로서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처한 COVID-19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우리 학회를 통해서
무한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이기환 (충남의대)
안녕하십니까?
각종 수술에 있어서 내시경의 영역은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수술 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수술실 환경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환자 치료의 기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빛나는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Vol.03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상임이사 인사말

사무총장 남은지 (연세의대)

연세의대 남은지입니다.
선배님들과 동료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시경, 최소침습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훌륭한 학회 일구어 오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Covid-19의 유행으로 잠시 학술 활동의
축소가 있었지만, 오히려 온라인 소통의 장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면/비대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문 발전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무총장 이성종 (가톨릭의대)
학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진료와 연구에 항상 건강과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부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서울의대 이마리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선배 교수님과 동료, 후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전세계적으로 ‘산부인과 내시경 수술’ 하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현재, 이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학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위원장 김기형 (부산의대)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 여러분,
COVID-19 장기화와 힘든 의료환경 속에서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OVID-19로 예전처럼 대면의 교류 기회가 줄어 아쉬움이
있지만,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지면으로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 교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력하나마 학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오늘과 내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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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무총장 이마리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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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보존 TF 위원장 정경아 (이화의대)
가임력보존 TF 위원장을 맡은 이대목동병원
정경아 입니다.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이 점차 늦어지는 현재의
사회적 경향을 감안할 때, 부인과내시경 최소침습수술로
시행하는 “Functional Surgery Beyond Destructive
Surgery”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즐겁게 열심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궁경 TF위원장 최영식 (연세의대)
자궁경 TFT위원장을 맡은 연세의대 최영식입니다.
진단적/수술적 자궁경은 개원가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시고 계셔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회원님들께 자궁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최신
지견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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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TF 위원장 최철훈 (성균관의대)
안녕하세요. 법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최철훈입니다.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신 회장님
이하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위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미경,
김명선, 김성은, 김슬기, 류기진, 백지흠, 유헌종, 이재훈,
정근오, 전승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호분과위원장 이윤아 (신촌세브란스병원)
안녕하세요. 대한 산부인과 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
간호분과 위원장 이윤아입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장으로 재직중이며
부족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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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장 허수영 (가톨릭의대)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역경으로 대면 학술활동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지만, 다양한 학문 소통의 장으로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 심포지움을 통한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김영태 회장님을 도와 학회의
외연과 깊이를 심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교육위원장 이정렬 (서울의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렬입니다.
최소침습수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부인과수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최소침습수술 술기의 수련과 학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회장님의 영도하에 위원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위원장 최중섭 (한양의대)

이번 김영태 회장님과 명예회장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전임의와 임상교수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위원장 김대연 (울산의대)
안녕하세요, 기획위원장을 맡은 김대연입니다.
세계적인 내시경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위원장 노주원 (차의대)

저에게 내시경학회는 다른 학회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학회입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내시경확회의 도전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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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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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신정호 (고려의대)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시경학회와 자매학회들의 소식을
전하고, 최소침습수술과 연관된 학술 정보 및 연관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발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는
편집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김도균 (포항성모병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성모병원 산부인과 주임과장
김도균입니다.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 및 골반신경병성
통증환자를 진료합니다. 대한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선 산부인과
선생님의 환자 진료 및 수술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학회
활동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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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장 이정원 (성균관의대)
안녕하세요? 홍보위원장 이정원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감염의 대 유행으로 대부분의 학회가 축소
내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되었으나
올해도 대규모의 대면 학회가 어려울 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학회의 소식들을 잘 홍보하여 학회의
활성화 및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위원장 조시현 (연세의대)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위원장을 맡게 된 연세의대 조시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한 비대면/대면 교류 활성화
및 국제 학회 유치를 통하여 대한산부인과내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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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장 김성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성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회원님들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져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 진료 및 연구활동에 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산부인과내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위원장 김용범 (서울의대)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보험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최근의
코로나 19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불편과 우려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활동이
위축되도록 하였습니다.
발전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새로이 개발되는 의료기기에 맞추어서
신의료기술 및 의료급여 기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대한산부인과내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어렵고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임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위원장 김상운 (연세의대)
안녕하세요!
대한산부인과내시경-최소침습수술학회의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게 된 연세의대 김상운입니다.
저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홈페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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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김영태회장님을 중심으로 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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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대한단일공수술학회 회장님 인사말

자매학회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자매학회인 대한단일공수술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욱입니다. 대한단일공수술학회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내시경술의 발전을 이끌
어 온 역사 깊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자매학회가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
다. 두 학회가 자매학회로 결연을 맺은 것은 산부인과 학술발전을 위해 매우 잘 된
일이며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모든 임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인 2020년, 제1회 대한단일공수술학회 학술대회를 대한
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산
부인과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대한단일공수술학회가 자매학회로서 참여하
였습니다. 대한단일공수술학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회원 여러분
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소개
단일공수술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2017년 8월 13일 대한단일공수술연구회가 발족
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 대한단일공수술학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일공수술을
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단일공수술에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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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학회 인사말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 회장님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SKRGS) 회장 김미란입니다.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는 2017년 12월 창립된 신생학회로 최근 여성 질환 치
료에 로봇수술은 양적, 질적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20
명 임원진 및 1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수술 술기 및 학문적인 발전
을 위해 춘계에는 로봇수술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추계에는 대한산부인과 내
서도 본 학회는 비대면 학술회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술연구 발전 방안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의 장점은 복강경 술기보다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작할 수 있어 로
봇수술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빠르게 로봇 술기를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장시간 수술로 인한 수술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수술자 및 환자의 안
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고 비용의 문제는 학
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개선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는 이미 아시아 로봇수술학회와 공동 심포지움 및 학술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료하
기 어려운 자궁근종 환자들이 로봇수술을 받기 위해 국내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
다. 국내에 설립된 로봇수술 술기 센터는 국내 및 해외 의료진 교육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가임력 보존에 로봇수술의 장
점이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
본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2년 임기 동안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 회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산부인과 로봇수술 관련 임상, 연구, 교육 각 분야 발전에 내실을 기할 뿐 아
니라 아시아, 유럽, 북미 학회 등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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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학회와 공동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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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이런 흐름속에서 내시경학회는 회원들의 의견 공유,

과거
내시경학회
소식지
돌아보기

학회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 등 다
양한 활동을 증진하고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1호 소식지였던 만큼, 학회와 내시경 도입의 역사, 발
전기가 수록되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1973년 복강
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원로 교수님들에 대한 회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강경 수술 도입으로 1988
년 내시경학회의 창립과, 창립 초기에 학회를 발전시
키기 위한 수많은 국제 학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 등 학
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창립 초기에 학회 발전
을 위한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외심이 들었
습니다. 그 외에도 1호 소식지에는 AAGL 참관기, 복강
경하 자궁적출술에 대한 지상강좌 등 알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의대 조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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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소식지의
역사는 16년전인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인과영역에서 내시경
수술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자궁내막증이나
난소낭종 같은 양성질환 뿐 아니라
부인암 수술 영역에서도 내시경
Vol.03

수술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림 1. 1호 소식지 표지

과거 내시경학회 소식지 돌아보기

그림 2. 로봇수술에 대한 지상강좌 (2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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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소식지는 1년후인 2006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2006년은 국내에서 처음 로봇 복강경 수술이 시행된
해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2호 소식지에서는 부인과
영역에서 로봇수술에 대한 지상 강좌가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유래와 역사, 부인과 영역에
서 로봇수술에 역할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15년
이 지난 지금 읽어보아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복강경 근치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한 지상강좌,
복강경술의 역사에 대한 기고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내시경학회 소식지를 읽어 보며 받은 느낌은 15
년전에 발간된 소식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알찬
내용으로 세련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호
소식지를 마지막으로 더 발간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
웠고, 부족하지만 학술지 편집위원회 간사로써 계속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소식지

그림 1. 2020년 하계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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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를 비롯하여

지난
내시경학회
학술행사
소개

학술대회의 개최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산부인과내시경학회를 비
롯한 많은 학술대회들이 연기 및 취소되었고, 개최 형식은 모두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산부인과내시경학회 춘계연수강
좌 또한 수차례 연기 후 강화된 방역당국 지침에 맞추어 20차 하계연수강
좌는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여 8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
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세의대 이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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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0년 하계 연수강좌

과 내시경 수술에 있어 논란이 되어 온 흥미로운 주제들을 모아 진행되었
습니다.
최소침습수술에서 각 내시경 수술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착방지제의 사용
을 소개한 비디오 세션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궁내막암에서

지난 내시경학회 학술행사 소개

하계연수강좌의 주제는 ‘Controversies in Gynecologic MIS’로 산부인

효용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 Sentinel lymph node dissection 에 대하여
연세의대 김상운 교수님과 성균관의대 이유영 교수님께서 토론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자궁근종절제술에 대한 technical issue를 소개하는
강의로 구성하여, 자궁근종절제 수술 전 약물치료, 수술 중 출혈을 줄이
는 방법, 봉합법, 및 morcellation 등의 수술적 치료의 기법과 팁에 대한
내용을 울산의대 이사라교수님, 한양의대 배지만교수님, 그리고 중앙의대
이은주 교수님께서 실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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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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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자궁내막증 수술에서의 technical issue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수술 전 약물치료의 여부, 임신과 관련하여 수술을 해
야하는 적절한 시기, 심부내막증의 수술 고려, 수술 중 난소기능 보존을 위
한 유용한 수술적 팁, 그리고 수술적 치료 외 시행할 수 있는 자궁내막종의
흡입술 및 경화술의 효과에 대하여 성균관의대 이동윤교수님, 서울의대
김슬기 교수님, 고려의대 이경욱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
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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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포항성모병원 김도균 선생님의 가임기 여성에서 adenomyomectomy의 적응증, 수술기법 강의와 차의과학대 구화선 교수님의 adenomyomectomy의 효과, 임신에 대한 예후에 대한 강의도 토론 형식으로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수술에서 에너지 디바이스
의 치료경험을 공유하는 비디오 세션으로 하계연수강좌가 마무리 되었습
니다. 이 외에도 Luncheon Symphosium 에서는 연세의대 박주현 교수
님의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 시에 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의 효
용성 대한 강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젊은 거장 봉
준호의 성공스토리-가치를 확장하라’는 교양 강좌도 마련하여 매우 유익
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추계학술대회는 온전히 ‘Virtual congress’ 로 진행되었고 30차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하여 최초로 자학회인 대한단일공수술학회, 대한산
부인과로봇수술학회와 함께 11월 29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연자 및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하
여 실시간으로 학회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질문
을 받고 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공통세션이 진행되었고
Vol.03

오후에는 3개의 강의실로 나누어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일반 연제와

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통세션으로는 가톨릭의대 이근호 교수님의 AAGL의 내용을 공유하
는 'What's new in AAGL 2020' 시간을 가졌으며, 고려의대 이경욱 교수
님께서 자궁경 진단 및 치료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지난 내시경학회 학술행사 소개

간호분과, 대한단일공수술학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세션으로 다

어 총 6개의 우수연제 발표를 시행하였고 (그림 6), 교양 강좌로 정성화 뮤지
컬 배우를 초청하여 안중근 의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뮤지컬 <
영웅>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Plenary session II 에서는 양성 수
술과 난소기능, 자궁내막암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Covid
19 팬데믹에서의 MIS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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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

오후에는 최소침습적 수술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과 수술후 관리와 합병
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전자궁절제술 시 난
소절제술의 득과실, 자궁내막용종의 수술여부, 난소암의증에서 복강경
수술, 자궁탈출증 수술시 메쉬사용 여부 그리고, 장 및 비뇨계 합병증 방
지를 위한 처치, 신경손상 방지를 위한 방법, 빠른 회복을 위한 surgical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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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

optimization protocol에 관한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단일공 수
술과 로봇 수술에서의 수술적 기법 및 실질적 팁에 관한 강의도 진행되었
습니다.
제 30차 대한산부인과내시경 추계학술대회는 online으로 진행되어 좌장
분들과 연자분들이 학회 회원들과 직접 호흡을 맞추는 기회와 교류의 장
이 없었던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30차 기념으로 자학회 포함 3개의 학회
가 함께 진행하여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던, 그리고 안전하
게 진행된 학술대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부디 코로나 상황이 안전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이전과 같은 학술대회형식으로 회원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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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내시경학회
예정 행사 소개

학회 활동에 큰 제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대규모 모임이 어려워졌고 기존 방식의 학회는
당분간 열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내시경학회 예정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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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회 활동에 큰
제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
기 위해 대규모 모임이 어려워졌고 기존 방식의 학회는 당
분간 열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작년 초
반에는 학회들이 연기되었으나 작년 중반부터는 대부분
의 학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학회 발
서울의대 김태훈

표를 소규모로 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이브리드) 하였으나 작년 중반 이후부
터는 많은 학회들이 행사운영 전반을 온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국내 온라인 학회
회원들도 온라인 학회에 익숙해졌습니다. 국외 학회는 이
미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가
장 최근에는 2021년 3월의 미국 부인종양 학회 (SGO)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자와 좌장이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학회를 진행하는데 무언가 어색하면서도 한편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학회를 경험하며 그동안 대면학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장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하여 연구
자 간 소통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시간 채팅을
통한 의견 교환이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또한 학회 홈페이
지에서 강의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해외 학회 참석 시 시차로 인하여
듣고 싶었던 강의를 놓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
었던 경험을 상기하면 이는 큰 장점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올해 있을 산부인과 내시경 학회 소식을 정리하였습
니다. 하루 빨리 백신 보급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
면학회에서 연구자분들과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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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되어 이제는 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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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학회

1.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2021년 수술영상 심포지엄
일시: 2021년 3월 25일(목) 18:30~20:30
	학회 홈페이지 VOD 자료실을 통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연회비 납부 시)
2.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제 21차 춘계학술대회
일시: 2021년 4월 25일(일) 09:50~16:20
장소: 온라인 LIVE 중계
3. 2021 수술영상심포지엄-Ask the experts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8:00~20:20
장소: 온라인 LIVE 중계
4.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1년 11월 7일(일)
장소: 온라인 LIVE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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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 학회 및 학술대회

1. American Association of Gynecologic
Laparoscopists (AAGL)
: http://www.aagl.org/
	학술대회: 50th AAGL Annual Global Congress on
MIGS : https://congress.aagl.org/
일시: 2021년 11월 14일~17일
	장소: Austin Convention Center, Texas, 온라인
하이브리드
2. European Society for Gynaecological Endoscopy
(ESGE)
: http://www.esge.org
	학술대회: ESGE 30th Annual Congress 2021
: https://esgecongress.eu/home.html
일시: 2021년 10월 3일~5일
장소: Rome, Italy, 온라인 하이브리드
3. I nternational Society of Gynecologic Endoscopy
(ISGE)
: http://www.isge.org
	학술대회: International Digital Congress

Vol.03

	학술대회: The 2nd Gynecologic Endoscopic

on air: https://ssl.bluevents.it/

Hands-on Workshop

evento.asp?evid=49

: http://www.apagemit.com/page/news/

일시: 2021년 10월 12일
장소: 온라인 LIVE 중계
	학술대회: Annual meeting in Split 2021

show.aspx?num=121&kind=13&page=1
일시: 2021년 9월 25일~26일

올해 내시경학회 예정 행사 소개

Endometriosis 2021 The world is

장소: IRCAD-Taiwan

: https://www.isge.org/global-events/
welcome-to-back-to-basics-in-migs/

7. A
 ustralasian Gynaecological Endoscopy

일시: 2021년 6월 5일~8일

and Surgery Society (AGES)

장소: Split Croatia, 온라인 하이브리드

: https://ages.com.au/

4. S
 ociety of European Robotic
Gynaecological Surgery (SERGS)
: https://www.sergs.org/
학술대회: 13th Annual SERGS meeting
: https://svendborg.sergs.org/

	학술대회: AGES XXXI Annual Scientific
Meeting 2021
: https://events.ages.com.au/asm2021/
일시: 2021년 7월 15일~17일
	장소: RACV Royal Pines Resort, Gold
Coast, Australia, 온라인 하이브리드

일시: 2021년 9월 23일~25일
	장소: Svendborg, Denmark, 온라인
하이브리드

8. Japan Society of Gynecologic and
Obstetric Endoscopy and Minimally
Invasive Therapy (JSGOE)

Surgeons (SLS)
: http://sls.org/
학술대회: VIRTUAL SLS MIS 2021
: http://sls.org/virtualmis2021/
	일시: 2021년 9월 22일~23일, 29일~30일,

: http://www.jsgoe.jp/
학술대회: 미정
9. T
 aiwan Association for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TAMIG)
	: http://www.tamig.org/html/indexEN.

10월 6일~7일, 13일~14일, 20일~21일

asp

장소: 온라인 LIVE 중계

학술대회: 미정

6. A
 sia-Pacific Association for Gynecologic
Endoscopists and Minimally Invasive
Therapy (APAGE)
: http://www.apagemit.com/index.asp
	학술대회: The 21st APAGE Annual
Congress(APAGE 2021)
: https://www.congre.co.jp/jsgoeapage2021/en/index.html
일시: 2021년 9월 11일~13일
	장소: PACIFICO Yokohama Conference
Center, Japan

10. A
 sian Society for Gynecologic Robotic
Surgery (ASGRS)
: http://www.asgrs.org/
학술대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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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ciety of Laparoscopic & Rob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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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연구성과 소개
그동안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부인내시경 분야의 훌륭한 연구 업적들이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발표된 연구 논문들 중 몇 개를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조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복식 근치적 자궁절제술과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의 장기 생존율
26

비교 : 한국의 다기관,
후향적 분석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IA2-IB2기 자궁경부암에서 복식 근치적 자궁 절제술(Total
abdominal radical hysterectomy, TARH)과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 절제술
(Laparoscopy-assisted radical vaginal hysterectomy, LARVH)의 생존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방법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받은 812명의 환자가 3개
기관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전체생존기간(OS)은 카
플란-마이어 생존분석으로 분석하고 로그-순위 검정법으로 비교하였습니다.
LARVH의 TARH에 대한 임상적 비열등성 한계는 -7.2%로 평가되었습니다.
95% 신뢰구간(CI)의 하한이 사전에 정의된 한계를 초과하면 비열등성이 입증
건국의대 소경아
Vol.03

되었습니다.

258명의 환자가 TARH를 받았고, 252명의 환자가 LARVH를 받았습니다.
TARH 및 LARVH 군은 유사한 5년 PFS(84.4% vs 86.6%, p=0.467) 및
OS(85.8% vs 88.0%, p=0.919)을 보였습니다. LARVH의 TARH에 대한 5년

국내 주요 연구성과 소개

결과

PFS 및 OS 의 차이가 각각 2.2% (95% CI -2.9–7.3, p=0.001), 2.2% (95%
CI -2.7–7.1, p=0.001)로 LARVH의 비열등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양 크기
가 >2cm 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위집단분석을 하였을 때도 5년 PFS는 (77.6%
vs 79.0%, p=0.682)이고, OS는 (79.2% vs 81.5%, p=0.784)로 두 집단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LARVH의 TARH에 대한 5년 PFS 및 OS
의 차이 또한 각각 1.4% (95% CI -7.0–9.8, p=0.046), 2.3% (95% CI -5.8–
10.4, p=0.027)로 LARVH의 비열등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LARVH는 초기 자궁경부암에서 TARH에 비해 PFS 및 OS에 대해 유의한 비열
등성을 보였으며, 이는 LARVH의 잠재적인 종양학적 안전성을 시사합니다.

2.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27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과 복식 근치적
자궁절제술 후
생존 결과 비교

목적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LRH)과 복식 근치적 자궁
절제술(ARH) 사이의 무병생존기간(DFS)을 포함한 생존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해 메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자료 출처
2004년 12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출판된 연구들을 PubMed, EMBASE,
Google scholar, Cochrane library에서 검색했습니다. 관련기사 및 출판된
연구의 참고문헌에 대한 검색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선택 방법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생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는 연구가 선택되었습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소식지

도표 작성, 통합 및 결과
총 36개의 적합한 임상 시험이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연구를
통합했을 때 LRH의 ARH에 대한 위험비는 DFS는 1.24 (95% CI, 1.09−
1.41; p=0.001; I2=37.5%), OS는 1.27 (95% CI, 1.04−1.56; p=0.020;
I2=45.5%)로 나타났습니다. 하위집단분석에서 LRH환자에서 DFS에 대한 유
의한 유해한 영향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 연구들로는, 연구에서 HR이 제시된 경우(HR, 1.41;
95% CI, 1.21−1.64; p < 0.001), 매치된 후향적 설계(HR, 1.49; 95%
CI, 1.19−1.88; p=0.001), 대규모 연구(HR, 1.34; 95% CI, 1.16−1.55;
p<0.001), LACC연구 발표이후 출판된 연구(HR, 1.46; 95% CI, 1.25−1.71;
p<0.001)입니다. 그러나 LRH는 자궁경부종괴의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
DFS(HR, 1.04; 95% CI, 0.59−1.81; p=0.898)와 OS (HR, 0.57; 95% CI,
0.31−1.05; p=0.073)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메타 분석은 LRH가 ARH보다 더 높은 재발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
니다. 그러나 LRH는 자궁경부종괴가 2cm 미만인 환자에서는 유사한 재발과
OS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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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과 복강경수술 전 경구
탄수화물섭취: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 목표
복강경 부인과 수술에서 수술 전 탄수화물 부하가 자정 이후 금식보다 수술 후
회복의 질(quality of recovery, QoR)을 높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 설계
무작위, 병렬 그룹 실험
연구 장소
Vol.03

3차 대학병원

악성이 아닌 부인과 질환으로 복강경 부인과 수술이 예정된 여성 환자
중재
자정 이후 금식(NPO) 그룹과 탄수화물 부하 그룹에 각각 8명씩 배정되었습니

국내 주요 연구성과 소개

환자군

다. 두 군의 환자 모두 탄수화물 부하를 제외하고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프
로토콜(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protocol)을 준수하였습니다.
측정 및 주요 결과
수술 후 QoR은 수술 후 2일에 QoR 15-항목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
다. 퇴원 가능한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교하였습니다. QoR 15-항목 설문
지 점수는 NPO 그룹에서 97.7±23.0, 탄수화물 부하 그룹에서 99.6±22.4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p=0.702). 퇴원 가능한 상
태까지 걸리는 시간도 NPO 그룹에서 36.8±12.2시간, 탄수화물 부하 그룹에
서 37.6±11.8시간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p=0.684).
결론
복강경 부인과 수술에서 탄수화물 음료 섭취의 이점은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
한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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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2월 NEJM에 서울대학교병원 김세익, 김재원 교수님의 correspon-

서울대학교 김세익·김재원

dence가 발표되었습니다 (N Engl J Med. 2021;384(6):586). 이는 NEJM

교수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correspondence 개제

2020년 11월에 발표된 자궁내막암 review (Lu KH, Broaddus RR. N Engl J
Med. 2020;383(21):2053-2064)에 관한 것으로 해당 논문이 자궁내막암
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있지만 저자들이 놓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
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폐경 이전의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난소를 보존하도록 권장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양학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45세 전 예방적
으로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수술 전에 미리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식별하고, 전신
림프절 절제술을 생략할 지 결정하는 데 수술 전 예측 전략(preoperative
prediction strategy)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
(KGOG)에서는 혈청 CA-125 수치와 MRI 에서 얻은 세 가지 측정값을 기반으
로 수술 전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의 위음성률은 1.3% 였습니다. 다양한
수술 전 모델에 대해 검증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에서 KGOG 모델은 림프절 전
이 여부를 식별하는 데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김세익, 김재원 교수님
은 이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적용된다면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좀 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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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각각 8편의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을 검

최신 국내 소식:

토한 결과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은 자궁경부암, 자궁내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
신의료기술 통과

막암으로 복강경,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인도시아닌그린
을 암 주변부에 주입한 후 근적외선 광원을 조사하여 형광 발현된 영상을 제공
함으로써 감시림프절 위치를 탐색하고, 병리검사를 통한 감시림프절의 암 전이
여부 확인을 보조하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하였습
니다.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Near-Infrared Indocyanine
Green Sentinel Lymph Node Mapping)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복
강경,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인도시아닌그린 을 암 주변부
에 주입한 후 근적외선 광원을 조사하여 형광 발현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감
시림프절 위치를 탐색하고, 병리검사를 통한 감시림프절의 암 전이 여부 확인
을 보조하는 기술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기술은 국내외 교과서 및 국외 가이드라인에

30

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 림프절 전절제술을 수행하
기 전에 감시림프절을 탐색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유
효성 측면에서 임상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없이 신속 평가하
였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와 함께 2020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었고, 2020년 11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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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작년 2020년 1월부터 1년간 주요 학술지에 국외 연구진에 의하여
발간된 부인내시경 분야 논문들을 살펴보고
아래와 같이 중요한 몇 가지 이슈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부인과 영역의 최소 침습적 수술로써 최근 vNOTES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Vaginal Natural Orifice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에서 이루어진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자궁의 무

Transluminal Endoscopic

게가 280g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vNOTES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Surgery (vNOTES)

114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다.1 22명(19%)의 환자가 BMI 30이상이었고 4명
(3.5%)는 BMI 40이상으로 고도 비만이었다. 자궁의 평균 무게는 559 ± 425g
이었으며 수술 시간은 63 ± 34분이었다. 4명의 환자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하였
는데 3명은 수술 후 24시간이내에 발생한 출혈이었고 1명은 가벼운 합병증이
았다. 또한, 캐나다에서 진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는 1000명의 vNOTES
환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2 수술은 자궁적출이 73%로 가장 많았고, 난
소 종양수술이 18%, 난관절제술이 4%순이었다. 3명이 복강경 수술로 전환
되었고 1명이 개복수술로 전환되었다. 평균 수술 시간은 42분(14-250분)이
고 39명(3.9%)에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위 두 연구를 통하여
vNOTES 수술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궁이 거대하거나 제왕절개술의 과
거력, 비만, 미분만부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궁내막암에서 자궁적출술과 감시림프절 절제술 시행시에 vNOTES 수술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3

1	Nulens, K., Bosteels, J., De Rop, C. & Baekelandt, J. vNOTES Hysterectomy for Large
Uteri: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114 Patients. J Minim Invasive Gynecol,
doi:10.1016/j.jmig.2020.10.003 (2020).

2	Baekelandt, J. & Kapurubandara, S. Benign Gynaecological procedures by vaginal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vNOTES): Complication data from a
series of 1000 patients.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256, 221-224, doi:10.1016/
j.ejogrb.2020.10.059 (2021).

3	Wang, Y. et al. vNOTES Hysterectomy with Sentinel Lymph Node Mapping for

강원의대 오영택

Endometrial Cancer: Description of Technique and Perioperative Outcomes. J Minim
Invasive Gynecol, doi:10.1016/j.jmig.2021.0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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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복강경 수술로 전환한 경우는 없었고, 요관, 방광, 장 손상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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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단일 기관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74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 23명은 vNOTES 수술을 시행 받았고 51명은 복강
경 수술로 진행하였다. 감시림프절 절제의 성공률은 vNOTES에서 95.7%, 복
강경 수술에서 92.2%로 두 군 간에 동일하였다. (P = 0.47) 제거된 감시림프
절의 숫자, 수술시간, 출혈량, 수술 합병증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양성 질환에서 vNOTES 자궁적
출술의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다.4 한 개의 RCT 연구와 다
섯개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있었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하여 vNOTES
는 동등한 효과를 보였으며 수술 시간, 입원 기간, 출혈량에 있어 상당히 낮
은 값을 보였다. 또한, 수술 관련 합병증, 재입원, 수술 후 1일째 통증, Hb변화
값에 있어서는 두 수술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임상 연구들은
vNOTES 자궁적출술이 최소 칩습적 수술의 한 종류로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
한 새로운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전향적인 무작위 임상시험의 필요성 및
수술 범위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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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1. 자궁적출술에서 vNOTES 와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수술시간을 비교하
였을 때, vNOTES 에서 수술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4

2.

2018년 발표된 LACC trial 3상 임상시험에서 최소 침습적 근치적 자궁적출

Radical hysterectomy

술은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개복하 근치적 자궁적출술에 비하여 무병 생존
률이 더 낮고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추가적으로 Lancet
Oncology에 삶의 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5 평가 항목은 SF-12(12개
의 item으로 구성된 짧은 형식의 건강상태 조사), FACT-Cx(암 치료의 기능평
가), EQ-5D(EuroQoL-5D), MDASI(MD Anderson 증상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 조사에서 수술 후 6주 와 3개월에 평가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어, 초기 자궁경부암 수술에 있어 개복 수술의 강점을 부각시킨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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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분석하였고 9,499명의 환자들이 수집되었다. 최소 침습적 근치적 자궁적
출술에서 재발율이 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은 56% 증가하
였다. 또한, 로봇 수술의 증가 건수와 최소 침습적 근치적 자궁 적출술에서 재

국외 주요 연구성과 소개

oncology에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가 소개되었다.6 총 15개의 논

발률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도 초기 자 궁경부암에서 개복 수술과 최소 침습적 근치적 자 궁적
출술의 재발률 비교에 대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가 작년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소개되었다.7 총 815명의 환자중에 개복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는 255명(29.1%), 최소 침습 수술은 560명(70.9%)였다. 최소 침습수술에
서 재발률이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aHR, 1.88; 95% CI, 104 to 3.25). 생
존률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HR, 1.01; 95% CI, 0.5 to
2.2). 종양크기가 2cm 이하인 환자 264명을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개복수술
(2/28.2.4%)에 비하여 최소 침습 수술(16/182, 8.8%) 군에서 재발율이 높
았다(P = 0.058). 이 연구에서는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
든 환자에게서 최소 침습 수술에서 개복 수술에 비하여 높은 재발률을 보고하
였고 생존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에서도 초
기 자궁경부암의 근치적 자궁적출술은 개복을 통한 것이 성적이 우수하게 나
타나는 경향이 유지되어 LACC trial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치적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환자들에게서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다기관 연구
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8 2009년 FIGO 기준으로 IA1(LVSI), IA2, IB1(4cm
이하)인 복강경하 근치적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 428명을 모집하였다. 종
양크기(OR; 1.04, 95% CI; 1.01-1.09, P = 0.02)와 최종 병리에서 자궁경부
에 잔여종양의 여부 (OR; 5.29, 95% CI; 1.34-20.76, P = 0.02)가 재발의 위

4	Housmans, S.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Hysterectomy by Vaginal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vNOTES) Compared to Laparoscopic
Hysterectomy for Benign Indications. J Clin Med 9, doi:10.3390/jcm9123959 (2020).
5	Frumovitz, M. et al.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after open

versus minimally invasive radical hysterectomy (LACC): a secondary outcome of

a multicentre, randomised, open-label, phase 3, non-inferiority trial. The Lancet
Oncology 21, 851-860, doi:10.1016/s1470-2045(20)30081-4 (2020).

6	Nitecki, R. et al. Survival After Minimally Invasive vs Open Radical Hysterectomy for

Early-Stage Cervical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Oncol 6,
1019-1027, doi:10.1001/jamaoncol.2020.1694 (2020).

7	Uppal, S. et al. Recurrence Rates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Treated With

Abdominal Versus Minimally Invasive Radical Hysterectomy: A Multi-Institutional

Retrospective Review Study. J Clin Oncol 38, 1030-1040, doi:10.1200/JCO.19.03012
(2020).

8	Casarin, J. et al. Predictors of recurrence following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
for early-stage cervical cancer: A multi-institutional study. Gynecol Oncol 159, 164170, doi:10.1016/j.ygyno.2020.06.5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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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necologic Oncology 저널에는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게서 복강경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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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 높였다. 반대로 수술 전 원추절제술을 시행하면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
었다(OR;0.32, 95% CI;0.11-0.90, P = 0.03). 결론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재
발에 중요한 예후 인자이고 반대로 수술 전 원추절제술 시행하는 것이 복강경
하 근치적 자궁적출술 후 재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심부 자궁내막증(Deep infiltrating endometriosis, DIE)수술시에 inferior

Deep Infiltrating

hypogastric nerve를 완전히 박리하고 보존하는 것의 유용성과 수술 후 배뇨

Endometriosis (DIE)

장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9 56명의 환자는 pelvic splanchnic nerves
에 대한 박리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65명의 환자는 inferior
hypogastric nerves와 pelvic splanchnic nerves를 완전히 박리하는 신경보
존술을 시행하였다. 양 그룹 간의 수술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도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스스로 배뇨를 하는데 까지 걸리
는 시간은 신경보존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P <
0.01), 신경보존술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에게서는 수술 후에 자가 도뇨관 삽
입을 7명(12.9%)에서 시행하였으나 신경보존술을 시행하였을 때는 단 한 명
의 환자도 자가 도뇨관 삽입을 하지 않았다. 수술 후 시행한 요류 속도검사에서
도 신경 보존술을 시행하였을 때 더 결과가 좋았다. 위 결과는 심부 자궁내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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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서 신경 보존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2

그림2. Para-rectal fossa 를 통한 신
경 보존술(A), inferior hypogastric
plexus (IHP)의 박리(B), pelvic
splanchnic nerves (PSNs) (C).9
심부 자궁내막증은 잘 알려진 난임의 원인 중 하나이다. IVF나 ICSI를 두 번 이
상 실패한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술 후 임신의 가능성에 대
한 연구가 유럽에서 시행되었다.10 7개의 다른 기관에서 총 104명의 환자가 등
록되었다. 그 중 77명의 환자가 수술 후 임신을 시도하였고 평균 나이는 3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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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4.1)이고 평균 난임기간은 48.4개월(SD, 20.5개월)이었다. 83.6%의 환

임신이 되었으며 수술로부터 임신이 되기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은 11.1개월이
었다. 21.8%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임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난소 수술, 35세 이상 등이 관련이 있었으며 결

국외 주요 연구성과 소개

자가 III, IV기의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되었고 전체 환자의 43.8%가 수술 후에

론적으로는 2번이상 IVF-ICSI에 실패한 난임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임신을
늦추지 않으며 수술 후 1년 이내에 임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자궁내막종의 치료에 있어 CO2 laser vaporization과 낭종절제술
의 가임력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11 그룹1은 표준적인 복강경하 낭종절제술
을 시행하였고 그룹2는 CO2 laser를 하였으며 수술 후에 임신 의지가 있는 환
자 142명을 모집하였다. 두 군 간에 자연 임신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그
룹1: 55.6%, 그룹2: 35.9%, P = 0.08) 자연임신에 실패한 후 보조생식술의
성공률 또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룹1: 16.7%, 그룹2: 38.5%,
P = 0.08). 결론적으로 자궁내막종 치료에 있어 CO2 laser 치료가 가임력 보
존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였다.

4.

자궁탈출증의 치료에 있어 mesh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Sacrocolpopexy

왔고 sacrocolpopexy 와 질식 mesh 수술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체계
구와 코호트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22개의 비교연구를 추출하였다.
Sacrocolpopexy를 시행한 경우에 성공률이 1.84(95% CI 0.79-4.29)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mesh로 인한 합병증은 0.42(95% CI, 0.180.98)로 감소하고, 수술 후 발생하는 성교통도 0.44(95% CI 0.23-0.88)로 감
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술 성공률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근거 수준으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mesh관련 합병증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성교통
합병증에 대해서는 sacrocolpopexy에서 성적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추가적
인 장기간 추적 무작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9	Soares, M. et al. Systematic Nerve Sparing during Surgery for Deep-infiltrating

Posterior Endometriosis Improves Immediate Postoperative Urinary Outcomes. J
Minim Invasive Gynecol, doi:10.1016/j.jmig.2020.10.016 (2020).

10	Breteau, P. et al. Pregnancy Rates After Surgical Treatment of Deep Infiltrating

Endometriosis in Infertile Patients With at Least 2 Previous In Vitro Fertilization or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Failures. J Minim Invasive Gynecol 27, 1148-1157,
doi:10.1016/j.jmig.2019.08.032 (2020).

11	Candiani, M. et al. Fertility Outcome after CO2 Laser Vaporization versus Cystectomy
in Women with Ovarian Endometrioma: A Comparative Study. J Minim Invasive
Gynecol 28, 34-41, doi:10.1016/j.jmig.2020.07.014 (2021).

12	Zhang, C. Y. et al. Sacrocolpopexy compared with transvaginal mesh surg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JOG 128, 14-23, doi:10.1111/14710528.163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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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가 최근 BJOG에 발표되었다.12 무작위 배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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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탈출증의 표준 수술적 치료로 sacrocolpopexy가 점차 부각되는 중에 비
만이 수술의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Obesity
and its long-term impact on sacrocolpopexy key outcomes, OBELISK).13
단일기관에서 복강경하 sacrocolpopexy를 시행 받은 299명의 환자에
서, BMI 25이하, 25-30, 30이상의 세군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고 수술
직후의 합병증은 세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12개월째에 Patient
Glocal Impressiong of Improvement(PGI-I)와 Pelvic Floor Distress
Inventory(PFDI)를 측정하였고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1% 미만으로 재발
이 있었지만 세 군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는 없
었다. 결론적으로 비만은 복강경하 sacrocolpopexy의 예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주제로 복강경과 로봇수술을 포함한 sacrocolpopexy와
비만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14
1차적 목표결과 값은 수술후에 POP-Q stage가 1이하에 도달하는지와 환자의
증상으로 평가하였고 2차적 결과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mesh 노출여부로
평가하였다. 43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32%는 정상 BMI(BMI≤25), 41%는
과체중(BMI 25-30), 26%는 비만(BMI ≥30)이었다. 환자의 평균나이는 60
±11세였다. 환자들의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9주였으며 POP-Q점수로 성공
률은 72%였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수술적인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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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 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mesh의 노출은 비만군에서 약
2.8배의 높은 확률로 발생하였다(P = 0.02). 결론적으로 sacrocolpopexy 수
술에 있어 비만이 수술의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지만 mesh의 노출로 인한 합병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JAMA Surgery에 부인과 복강경 수술시에 수술 전 피부 소독액의 종류와 수술
부위 감염과의 연관성을 다룬 이중 맹검 무작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 보고
되었다.15 수술 전 피부 소독액을 alcohol-based chlorhexidine, alcoholbased povidone-iodine, water-based povidone-iodine 세가지로 나누어
1:1:1 로 부작위 배정하였으며 환자들은 양성 종양으로 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661명을 모집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1주와 4주에 추적하였고 포트 삽입부위 감염은 10.2%(640명
중에 65명), 수술 장기의 감염은 6.6%(640명 중에 42명), 전체적인 수술과 관
련된 감염은 16.3%(640명 중에 104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술 전 소독액
간의 포트 삽입부위의 감염률은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수술 전 소독액에 따른
포트 삽입 부위의 감염률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수술과 관련
된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인과 내시경 수술에서 감염과 관련
Vol.03

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부인과 복강경 수술 시행 후 커피 섭취와 장 운동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무작

기타 사항으로 주요 저널에

위배정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16 수술 후 6, 12, 18시간에 3잔의 커피를 복용

실린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하는 군과 따뜻한 물을 복용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수술은 전자궁적출술과 양
측난관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차 평가 변수는 방귀가

국외 주요 연구성과 소개

5.

나오기 까지의 시간으로 하였다. 49명의 커피를 복용한 시험군과 47명의 따뜻
한 물을 마신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방귀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19시간 vs. 25시간, P = 0.0009), 대변까지 걸리는 시간(30시간 vs. 38시간,
P = 0.002)이 커피를 마신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장마비 증상도 유의하게 시험군에서 적게 발생하였으며
(P = 0.02), 다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술 후 커피의 섭취가
수술 후 장 운동을 빠르게 회복시켜 고형식의 섭취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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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3. 수술 후 커피의 섭취가 수술 후 장의 회복을 빠르게 하였다. 16
이상에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중요한 여러 연구들의 발표가 있고 다양한
수술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Smazinka, M. et al. Obesity and its long-term impact on sacrocolpopexy key outcomes
(OBELISK). Int Urogynecol J 31, 1655-1662, doi:10.1007/s00192-019-04076-8
(2020).

14	Patnam, R. et al. Effect of BMI on clinical outcomes following minimally invasive

sacrocolpopexy. J Robot Surg 15, 63-68, doi:10.1007/s11701-020-01079-2 (2021).

15	Dior, U. P. et al. Effect of Surgical Skin Antisepsis on Surgical Site Infections in Patients
Undergoing Gynecological Laparoscopic Surgery: A Double-Blind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Surg 155, 807-815, doi:10.1001/jamasurg.2020.1953 (2020).

16	Gungorduk, K. et al. Coffee consumption for recovery of intestinal function after

laparoscopic gynecological surger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 J Surg 82, 130135, doi:10.1016/j.ijsu.2020.08.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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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지상강좌

복강경 근종절제술에서의
조직 체외 배출 방법

최소침습수술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고 수술 술기가 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에서 근종절제술

달하면서 근종절제술이나 자궁절제술의 상당 비율이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동세절기를 사용할 경우, 숨

복강경이나 로봇 도움 수술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

겨진 자궁 육종암이 발견된 경우 전동세절기를 사용

다.1

이를 통해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부위 감염의 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병생존기간(disease-free

험성을 낮추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

survival)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4/5 육종암

습니다.

과 자궁 근종은 수술 전 감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복강경을 통해 근종이나 근종, 선근증 등을 포함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을 체외로 배출
하는 과정은 수술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과
정입니다. 복강경 전동세절기(laparoscop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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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cellators)는 2cm 내외의 틈을 통해 조직을 빠르
게 잘게 잘라주어 이러한 조직의 체외 배출을 용이하
게 해주는 수술 기구로 그 효율성으로 인해 최근 수십
년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2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의료인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2014년 4월 미국 FDA에서는 복강경 전동세절기의 사
용이 악성 조직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근
거들을 종합하여 FDA 안전 커뮤니케이션(FDA Safety
Communic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어 2020년 12월 29
일에는 최신의 FDA 안전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라벨
링에 대한 최종 가이드(Final Guidance: Product
Labeling for Laparoscopic Power Morcellators)
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3

현재까지 누적된 자료들을 통해 미 FDA가 추정하는

직까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나 수
술 전 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항
상 예상치 못한 육종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나이에 따라서 증
가하게 되며 특히 50세를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악성 질환만이 아니라 복강경 전동세절
기의 사용은 양성 조직을 복강 내로 퍼트려서 기생 근
종(parasitic myomas)이나 파종성 복막평활근종증
(disseminated peritoneal leiomyomatosis)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추가적인 수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 제시된 의
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동세절기 사용이 적합한 적응증의 경우에는

확산방지 전동세절기(contained morcellation
system)를 사용하여 수술 가능

·다
 음의 경우에는 전동세절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① 수술 시 생긴 질의 공간이나 절개부위를 통해서
조직 배출이 가능한 경우

② 폐경 이후나 50세 이후의 여성

③ 악성 병변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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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르면 자궁 근종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숨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미 FDA는 복강경 수술

겨진 자궁 육종암이 존재할 확률은 1/225 ~ 1/580

전용으로 개발된 공인된 확산방지 전동세절기 시스템

지상강좌

경북의대 이다용

(legally marketed laparoscopic power morcel-

러한 수술 술기를 도입하였을 때 수술 시간이나 수술

lation containment system)의 사용을 권고하였습

중 출혈양, 수술 후 합병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복

니다.

강경 포트를 통해 근종이나 자궁을 체외로 배출할 수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인한 영향으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림 1)7/8

2014년 이후 복강경을 통한 부인과 수술의 비율은 감
소하고, 개복을 통해 수술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되었습니다.6 또한, 해당 연구에서 개복 수술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린 병원에서는 수술 후의 합병
증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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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수술에 대한 환자의 관심 및 욕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엄격한 적응증을 유지하면서도
복강경을 통한 수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복
강경 수술 시 병변이 큰 경우 해당 병변의 안전하고 빠

그림1. 복강경 수술용 백(bag)을 이용한 근종의 체외 배출

른 배출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
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전동세절기를 악성
조직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복벽을 통하지 않고 근종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존의
수술 술기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백을 이용한 확산방지 전동세절술의 필요성이 증
가하면서 복강경을 통한 전동세절술에 적합한 형태의
전용 백을 개발하여 사용한 결과들도 보고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림 2,3)9

1. 확산방지 전동세절술
(Contained power morcellation)
전동 세절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변으로 흩뿌려지는
조직 조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bag)을 이용한 전
파방지 세절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에 존
재하던 복강경 전용의 백(endo-bag)이나 일반적인
조직을 담는 백을 이용하여 다중 포트(port) 또는 단
일 포트를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그림2,3. 근종 체외 배출에 특화된 백(bag) 시스템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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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에서 2020년 12월 최종 가이드를 통해 발표한

2. 질을 통한 근종 배출

바와 같이 전동세절기의 적응증에 해당하여 전동세절

해당 술기는 복강경 수술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이용

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인된 확산방지 전동
세절기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에 맞추어 미 FDA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확산
방지 전동세절기 시스템은 현재까지 올림푸스 사에서
2016년 시판한 PneumoLiner가 있습니다. (그림 4).

이 되던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을 통해 근종을 제
거한 후에 더글라스와(Douglas cul-de-sac)를 통
해 근종을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10 해당 술
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질을 통해 질근 원개 후
부(posterior vaginal fornix)를 눌러서 후방 더글라
스와를 자궁천골인대(uterosacral ligaments)와 떨
어뜨려줍니다. 이후에 가로로 1~2 cm 정도 질벽절개
(colpotomy)를 하여 근종을 배출할 구멍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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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후 이를 통해 복강경용 백(endo-bag)을 넣어 근종
을 체외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림 5)

그림4. 올림푸스 사의 'PneumoLiner' 근종 체외 배출 시스템

해당 시스템은 카메라나 전동세절기, 복강경 기구용 포
트와 백이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다중 포트 또는 단일
포트를 이용한 복강경 수술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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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질을 통한 근종 체외 배출

지상강좌

이후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절개부위를 봉합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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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추가적인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주변 장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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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이티브서지컬,
Side by Side with YOU

인튜이티브서지컬
손명국 차장

인튜이티브,

사회 전반에서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다. 우리 의료진

Side-by-Side with you

은 느닷없이 닥쳐 전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감염병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고, 온 국민은 이런 의료진의 헌신에 ‘덕분에 챌린지’로 마음을
전했다.
인튜이티브도 환자와 국민의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 움직였다. 가장
먼저, 인튜이티브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전 세계 의료진에
게 힘을 보태기 위해 백 만개 이상의 페이스 실드(Face-shileds)와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제작해 병원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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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했다. 수술의 축소·연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튜이티브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고객을, 공동체를, 직원을 보살펴야 한다(Serve our customer,
serve our community, serve our employees)”는 기업 가치 따른 행동
이다.

인튜이티브, 상상을 현실로

다빈치 시스템(da Vinci® Surgical System’)을 제공하는 인튜이티브는

구현한 다빈치 로봇 수술

수술 분야에서 환자에게 최소침습수술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목
표로 하는 기업이다.
직관적이라는 뜻의 인튜이티브는 외과의사의 생각대로 수술이 진행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선명한 3차원 입체 영상, 우수한 미세조정력과 정밀함
은 물론, 수술 집도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다빈치 시
스템’을 통해 의료진에게 더 좋은 수술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최소침습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빈치 시스템’의 원형은 1980년대 말, 미 육군과의 계약 하에 前 스탠포
드 연구소(SRI)에서 개발됐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수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였지만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더욱
Vol.03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주목받았고, 인튜이티브는 이 가

출시됐으며, 2000년엔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는 최초로 일반 복강경 수술

기고문

능성을 시험해 보고자 1995년에 설립됐다. 1999년 1월 다빈치 시스템이
용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다빈치 시스템’은 흉강경 수술, 보조
적 절개를 이용한 심장 수술은 물론 비뇨기과, 부인과, 소아과 및 경구 이비
인후과 수술에서도 FDA의 승인을 받았다.
다빈치는 집도의가 콘솔에 앉아 고해상도 화면을 보며 로봇 팔을 조종해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수술 플랫폼이다. 집도의의 편의에 맞게 완전히 제
어가 가능한 Surgeon Console, 로봇 팔이 환자를 시술하는 Patient Cart,
수술 팀이 실시간으로 수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Vision Cart로 구성됐
다. 집도의는 실제보다 10배까지 확대 가능한 고해상도의 3D 입체 화면으
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을 이용해 약 1-2cm의
절개만으로 기존의 개복 수술보다 더욱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
현재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1세대 Standard, 2세대 S, 3세대 Si를
거쳐 4세대 모델인 다빈치XI, 다빈치X, 다빈치SP로 발전했다. 2020년 기
준, 전 세계 약 67개국에 5,989개의 다빈치 시스템이 제공됐으며, 현재까
지 다빈치 시스템 관련 발행된 학술지 게재 논문은 24,000건 이상에 달한
다. 또한 연평균 850만 건 이상의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25.4초마다 다빈
치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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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튜이티브의 4세대 모델 다빈치 시스템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

경제적 이점까지 고려한

성 자궁 절제 수술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은 2005년 대비 0에서 3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복강경 수술은
22%에서 33%로 상승, 그리고 개복 수술은 59%에서 15%로 급감했다.
이처럼 다빈치 로봇 수술이 급성장한 원동력은 자유로운 움직임, 수술 부
위의 접근성 향상, 시각적 범위 향상, 손상 부위 최소화, 수술 집도 시간 단
축 등 개발 단계에서부터 집도의의 피로도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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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도 합병증 발병률, 개복 수술로의 전환율, 입원 기간 단축률 등 경
제적인 효과와 직결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실제로,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통한 양성 자궁근종 제거 시,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각각 $2,270, $1,323 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
났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2

전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 로봇수술센터가 도입된 이래,

의료진의 술기

2020년 말 기준으로 다빈치 Si, 다빈치 Xi, 다빈치 X, 다빈치 SP 등 전국에
106대의 다빈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Xi 시스템은 복강 사분면 접근이 가능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수술이 가능
하도록 설계됐으며, 울산대 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중 다빈치 Xi를 최초로
도입해 2014년 12월 31일 두 명의 전립선암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집도했다.
2018년, 10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된 다빈치 SP는 하나의
로봇 팔(arm)로만 구성된 시스템 특성상 수술 준비가 쉽고, 수술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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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로 접근이 가능할 만큼 내 외부적으로 시스템 움직임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그림2. 360도 움직이는 다빈치 시스템의 로봇 팔

인튜이티브의 게리 굿하트(Gary Guthart) 대표는 “다빈치 SP 로봇 수술
기는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더 나은 최소침습수술을 시행하고 환자들에
게 긍정적 치료 결과를 제공하려는 인튜이티브의 노력을 반영한 최신의 4
세대 제품 군”이라며 “기존 다빈치 X와 Xi를 보완해 좁은 수술 공간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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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이미 전세계 의료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고품질의

소개했다.

기고문

화질(Vision), 정확성(Precision), 제어(Control) 기능은 유지했다”고

다빈치 SP는 초기에는 전립샘암 수술을 비롯해 갑상샘, 위암, 직장암, 폐
암 등 다양한 수술에서 사용됐으나 지금은 일반 외과 영역뿐만 아니라, 산
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립샘 절제술에 다빈치 시스템을 활용한 비율은 무려 70% 가 넘고 신절
제술에서도 50% 이상은 다빈치 시스템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등 로봇 수
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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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1~2cm의 단하나의 절개면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다빈치 SP

수술 부위는 더 작게,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궁절제술부터 양성의 난소 및 나팔관 수술까지

움직임은 더 정밀하게, 로봇

다양한 수술에서 로봇 수술이 사용되고 있다.

수술이 나아가야할 방향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악성 및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자궁내막암, 자궁경
부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의 수술에서 단 한 개의 구멍을 통해 수술
할 수 있는 다빈치 SP를 통한 단일공 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난도가 높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로봇 수술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로봇
이 미세한 손 떨림을 잡아주면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어 자궁 기능을 보
존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 로봇 수술은 주변 조직과 유착되는 까다로운
사례가 많은 자궁내막증이나 근종을 섬세하게 절제하면서 봉합하는 술기
가 많은 자궁근종 등에서 장점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개복, 복강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로봇 수술이 공통적으로 주는
혜택으로는 혈액 손실이 적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 외에도 최소 절개
를 할 수 있어 환자의 몸에 수술 부위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까지의
입원 기간도 짧아 환자로서 기존 수술보다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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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
적으로 난임을 초래할 수 있는 자궁내막증·자궁근종 등이 갈수록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자궁 관련 질환에서
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소의 절개와 수술로 가임기 여성의 질환 치료는
물론 가임력 보존까지 영향을 미치는 로봇 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
가다.

최적의 수술 환경 제공하기

이렇듯 로봇 수술이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교육에 대

위한 인튜이티브의 노력

한 요구도 증가했다. 미국산부인과 종양 학회(SGO·The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는 자체 로봇 수술 자격이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인튜이티브도 자체적으로 상암에 수술혁신센터(Center of
Surgical Innivation, CSI)에서 로봇수술 기술을 접하고, 로봇수술 시스템
을 이용해 술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심나우(SimNow)를 제공하고 있다.
심나우는 집도의의 모션을 3차원으로 구현해 로봇 수술을 가상으로 체
험하고 PC와 모바일에서 트레이닝 진행 정도와 결과 확인할 수 있는 트
레이닝 프로그램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2,000명 이상의 외
과의가 심나우 플랫폼에서 34,000 시간 이상을 투여해 트레이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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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이며, 현재까지 완료된 훈련의 숫자만 43만 번이 넘었다. 이외에도
Epicenter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수의 병원에서 다양한 로
봇 수술 전문가에게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4. 집도의의 모션을 3차원으로 구현해 로봇 수술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심나우 트레이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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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네트워크인 에코시스템을 통해

기고문

이 외에도 인튜이티브는 로봇 수술과 연계된 기술과 부품부터 트레이닝과 고
다빈치 시스템을 예측 정비하여 작동 정지 시간을 줄이고 고객에게 체계적
인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한국이라는 혁신적인 토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을 가장 일찍 시작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리고 로봇수술의 안전한

로봇 수술의 활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논문의 누적 발행량도

자리매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보다 눈에 띈다.
한국이 가진 IT 인프라, 로봇 기술, AI, 그리고 4차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로
봇 수술의 선도 국가로의 토양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이 토양 위에 INTUITVE의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안전하게 자리했으며, 이제 우리나라
에서 로봇 수술은 하나의 수술 방법으로 자리했다. 보다 안전한 수술로의
방향, 집도의의 수준 높은 술기는 수술의 질, 나아가서는 환자의 남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NTUITVE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
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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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기고문

한국존슨앤존슨

Stitch in Time(시간을 꿰다)
:봉
 합사의 역사에 대한 18가지
흥미로운 사실

출처
https://www.jnj.com/our-heritage/
history-of-sutures-ethicon

고대 이집트 시대의 봉합사 사용부터 오늘날 피부용 액상접착제와 같은 발
전에 이르기까지 봉합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명을 구해왔다.
Johnson & Johnson은 1887 년에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멸균 봉합사를
만든 이래로 거의 130 년 동안 wound closure & healing 분야를 이끌어
왔다.
그 이후로도 Johnson & Johnson은 21 세기까지 봉합사 분야 제품을 발
전시켜 왔으며, 이는 수술 치료 표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재미있
48

는 사실: Johnson & Johnson 회사 인 Ethicon은 매년 전 세계를 12 번에
서 15번 감싸고도 남을 봉합사를 생산한다는 점!)
이제부터는 수천, 수만 년 전에 봉합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Ethicon의 봉합사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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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의 사용은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 신석기 시대 (30,000
BC)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eyed needle이 발견되었고 이는 수술과

기고문

고대 시대의 봉합사 사용

상처를 봉합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시대 유물 이외 봉합사의 흔적은 1600 BC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 외과의사인Galen of Pergamon은 Silk나 장선 catgut
을 사용하여 검투사의 잘린 힘줄을 봉합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유사한
재료들이 20세기까지도 봉합사로 사용되었다.
봉합사 사용 기록은 이집트시대 (150 AD)의 문헌에서 최초로 발견되었
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어깨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봉합사에 대한 최
초의 역사적 언급은 다음과 같다.
“Thou shouldst draw together for him his gash with stitching.”

근현대 봉합사의 역사

고대에서부터 봉합사는 치료 목적으로 종종 쓰여왔다. 그러나 현재 우
리가 알고 있는 멸균 기법이 적용된 봉합사는 한 영국인 의사에 의해
Exhibition’s Medical Congress에서 Antiseptic surgery의 개념을 최
초로 발표를 했다. 당시만 해도 외과의는 외출복을 입고 수술을 했고 환
자 간에 같은 기구와 드레싱을 세척 없이 사용하던 시기였다. 이 발표는
Johnson & Johnson 창립자 Robert Wood Johnson이 무균 수술의 필요
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 설립에 큰 영감을 주었다.
이 영감은 1887년 Johnson & Johnson은 최초 대량 생산 멸균 봉합사
(Catgut 또는 실크 봉합사) 발명을 시작으로 외과용 드레싱, 면 및 거즈 제
조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멸균 봉합사의 발전은 현대 무균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내 환자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니들이 달린 봉합사는 1920년에 제조되기 시작
했다. 봉합사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스코틀랜드의 약사 조지 머슨 (George
Merson)은 바늘의 끝 쪽에 미리 부착된 단일 가닥의 재료로 eyeless
needled sutures를 개발했다. Mersutures의 개발로 기존 이중 가닥 봉합
사 사용시 피부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조직 손상이 크게 감소되었다.
ETHICON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봉합사를 만들기 위해 멸균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다. 그 결과로 1960년에 방사선으로 멸균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봉합사가 이미 최종 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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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다. 1876년 Sir Joseph Lister은 Philadelphia Cent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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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밀봉된 후 멸균되어 박테리아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 획기적
인 기술이었다.

제품의 다양화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봉합
하는 조직, 봉합하는 목적에 따라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Prolene, Vicryl과 같은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후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Vicryl에 코팅을 하여 우수한 핸들링과 조직반응을 감소화한 제품
(Coated Vicryl)을 선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Ethicon은 Wound Closure 시, 외과의사는 tissue layer별
로 생각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layer의 healing 기간에 따라 다른 흡수
기관과 인장강도를 가진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Fascia
와 같이 6주동안(3/0 사이즈 이상 기준)1 장기적으로 상처를 지지해줄 수
PDS® II (1982), 2주동안 2 단기적으로 지지해주는 Monocryl® (1993)를
고객에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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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echnology in

Ethicon은 상처 봉합은 봉합사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좀더 효율

Wound Closure

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FDA
승인 국소 피부 접착제 인 Dermabond Topical Skin Adhesive®(1998)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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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healing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도

기고문

단순히 상처 봉합을 뛰어넘어 봉합사 사용을 통해 실제 수술 후 발생할 수
고민하였다. 그에 따라 Coated Vicryl® Plus를 개발하였다. 트리클로산을
봉합사에 코팅하여 수술부위감염 주 원인 박테리아로부터 상처를 보호해
주는 방어막을 형성하여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을 28%까지 줄여주었다.3
Wound Closure의 개발은 지속되었다. 일반 봉합사를 사용한 상처 봉합
은 잦은 매듭을 만듦으로써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듭에서 기인
되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봉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Ethicon에서는 Stratafix™ Knotless Tissue Control Devices를 개발했
다. 이 제품은 봉합사에 Barb를 만들어 매듭 없이 조직 및 상처를 봉합해
주는 제품이다.
피부접착제의 개발 또한 지속되었다. 더마본드는 최대 15cm4 길이의 상
처를 지지해준다. 그러나 long incision에서는 healing에 필요한 충분
한 힘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Dermabond Prineo® Skin Closure
System (더마본드 프리네오)은 액상형 더마본드에 메쉬를 추가하여 최대
20m, 60cm의 incision 봉합이5 더마본드 프리네오는 수술 용 봉합사 나
스테이플보다 우수한 봉합을 제공하며 상처 봉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Scar
를 감소하였다.

술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또한 ETHICON은 변화하는 수술 환경, 발전하
는 수술 Technique에 발맞추어 우수한 Wound Closure 제품을 고객들에
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Technology
앞에 봉합사는 또 어떻게 발전할 지 기대가 된다.

Reference
1	PDS IFU
2	Monocryl IFU
3	De Jonge S.W. Meta-analysis and trial sequential analysis of triclosancoated sutures for the prevention of surgical-site infection. British
Journal of Surgery. 2017;104;e118-e133
4	Singer AJ, Perry LC, Allen Jr. RL. In vivo study of wound-bursting
strength and compliance of topical skin adhesives. Acad Emerg Med.
2008;15(12):1290-94
5	Dermabond Prineo 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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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봉합사는 오픈, 복강경, 싱글포트 그리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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