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제1회 Symptom Benefit Committee
workshop 
| 일시 | 2022년 4월 23일(토) 12:4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소 1층 강의실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36 (논현동 55-5)
Tel. 02-512-5420(사무국) Fax. 02-6919-1684
E-mail. koreagynonco@hanmail.net	 Homepage. www.kgog.or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암연구소
TEL : 02-3668-7008~9, 7011~2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 도보 10분거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나오신 방향으로 약 50m정도 가시면 동문(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방향)이 있습니다.

●버스
▶ 창경궁 입구 하행
간선버스 :  102번, 104번, 106번, 107번, 108번, 140번, 143번, 149번, 150번, 151번, 160번, 162번, 171번, 

172번, 272번, 301번, 710번

▶ 창경궁 입구 상행
간선버스 : 151번, 171번, 172번, 272번

▶ 대학로 혜화역 3번출구 앞 하행
간선버스 : 109번, 273번
지선버스 : 2112번, 종로8번, 종로12(병원순환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상행
간선버스 :  102번, 104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43번, 149번, 150번, 160번, 162번, 273번, 301번, 

710번 
지선버스 : 2112번, 종로08

어린이병원

동문

치과병원

Map



Program

12:40-13:00 Registration 사회: 박수진 (서울대병원) 

13:00-13:05 Opening Remark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 김재훈 (강남세브란스병원)

13:05-13:15 부인암환자에서 symptom benefit에 대한 unmet need 박수진 (서울대병원)

13:15-14:45 Patient-reported outcome(PRO)의 개념 및 도구의 이해 조주희 (삼성융합의과학원)

14:45-15:00 Q&A

15:00-16:00 도구 개발 및 타당화 방법 조주희 (삼성융합의과학원)

16:00-16:15 Q&A

16:15-16:25 Breaking time

16:25-17:55 PRO의 측정, 활용, 분석 강단비 (삼성융합의과학원) 

17:55-18:00 Closing Remark  Symptom bene�t committee 위원장 배재만 (한양대병원)

Registration

●등록 마감:  2022년 4월 16일(토)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 장소가 협소하여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은 접수 순으로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  현장에 참석 못하시는분들께는 온라인 (줌) 으로 강의영상을 송출해 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등록과 온라인 (줌) 등록을 구분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현장등록비_ 1만원  / 온라인 (줌)_ 무료 
국민은행 445701-01-299238 사단법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 
※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 신청서(사전등록 신청서를 이메일(kiskgog@hanmail.net)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근무처 (병원명)

의사면허번호

핸드폰번호

E-mail

현장등록 온라인 (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대한부인종양학회 Symptom Benefit Committee가 새로이 구성되었습

니다. Symptom Benefit Committee에서는 부인암을 진단, 치료, 추적관찰 하는 일련

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평가하고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자중심 결과 (patient-reported  

outcome, PRO)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의가 평가하

고자 하는 outcome에 대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여러  

분야의 임상시험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PRO를 사용한 평가가 필수 요소로 들어

가는 것이 추천되기에, 임상시험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도 PRO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삶의 질 평가도구인 EORTC, FACT-G 등 여러 설문 중 일부는 국내 부인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저희 위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PRO에 대한 validation 작업을 우선 시작해보고

자 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국내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4월 23일 토요일 제1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Symptom Benefit Committee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 워크숍의 주제로 PRO의 개념 및 도구에 대한 이해와 측정 방법,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디 꼭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Symptom Bene�t Committee 위원장   배  재  만
사무총장   송  재  윤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   김  재  훈

Inv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