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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3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의국 내 전공의와 쥬니어 스태프들이 가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앞마당에 모 다. 의국 역사 이래 최초로 쥬니어 스태프와 전공의들

간의 체육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 날은 쥬니어 스태프 팀7명과 전공의 팀10명이 모여

농구, 축구, 릴레이 경기를 펼쳤다. 황태곤 주임 교수께서 경기장에 오셔서 의국원들

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열띤 응원을 해 주셨고 릴레이 경기에 직접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이셨다. 경기 후 코엑스 비즈바즈에서 열린 뒷풀이에서 의국원들은 시

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으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식혔으며 의국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J 팀 :  조수연, 김현우, 한창희, 이승주, 서성일, 이지열, 고준성 교수

R 팀 : 황보경, 이충현, 장 준, 정지학, 곽경민, 차승훈, 김상훈, 장 훈, 류기 , 유재석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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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홍진 조교수 ( 방광암 세포주에서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한 유전자치료 -지도교수 : 이동환 교수)와 정찬

의 동문 (방광암에서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의 방광내 주입

후 항암효과-지도교수 : 윤문수 교수) 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2003년 10월 1

일 수요일 저녁에 한국회관에서 열렸다. 황태곤 주임교수께서 기념패를 증정

하 고, 모든 교실원이 모여 즐거운 만찬을 즐겼다. 

2003년 11월 13일 강남성모병원에서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Laparoscopic Live Surgery Workshop이 열렸다. 황태곤 주임교수가 집도

하는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비

뇨기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모여 강당을 꽉 채웠으며 수술시간 내내 황태곤

교수의 설명을 경청하며 수술장면을 관람했다. 2002년 이전까지는 추계학술

대회 Live Surgery Workshop에서 외국에서 초빙한 교수들에 의해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최초로 국내 교수에 의해 수술이 진행되었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 황태곤 교수는 국내외 여러 학술대회에서 복강경 수술에 관해

연구 내용을 활발히 발표하 고 최근에는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ileal conduit,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ileal neobladder 수술에 성공하여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Laparoscopist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CATHOLIC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2003년 11월 13-15일에 신라호텔에서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

렸다. 구연 8편, 포스터 19 편, 비디오 1편으로 총 28편이 연제 발표되었고 마

지막 날인 15일에 학회 참석한 모든 의국원들이 모여 장충동 <송원>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이날, 김현우, 한창희, 조수연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주류파와

이지열, 서홍진, 이승주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비주류파로 나뉘어졌으나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저녁 만찬을 마쳤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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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조용현 교수가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03 아시아 요로 생식기 감염 학회 포럼에서 차기회장으로선출되었다. 조용

현 교수는 현재 대한 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등 왕성한 학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아시아요로생식기감염학회 (Asian Association of UTI

and STD, AAUS)는 요로감염과 생식기감염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와 여러

다국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회로 한국,일본,홍콩,싱가폴,태국 등 여

러 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의 요로생식기감염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05년 포럼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으며, 2004년

에는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에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이승주 전임

강사가 학회의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CATHOLIC UNIVERSITY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에 강남성모병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의 새

로운 수술방법인 SPARC와 MONARC 시연회가 있었다. 집도는 미국

Cornell 대학의 Dr. Staskin께서 했었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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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3일 토요일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제 7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동문 학술대회 및 송년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학

술 동문 회장의 <비뇨기과 역에서의 대체의학의 이용>, 김세웅 부교수의

<Cardiovascular Disease and Erectile Dysfunction>, 김준철 부교수의

Overactive Bladder Treatment & Management>, 서성일 전임강사의

<Medical Treatment in BPH> 강연 및 토론이 있었고, 황태곤 주임교수의

2003년 1년간 교실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참석하

여 열띤 토론를 하 고 서로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동문 학

술 대회를 통하여 의국 및 동문 선후배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참석해주

신 모든 동문 선후배께 감사드린다. 

강 일, 강준오, 고준성, 권길성, 권병산, 김두배, 김범수, 김상

훈, 김세웅, 김준철, 김진호, 김학술, 김현우, 김효신, 남봉현,

류기 , 박경준, 박덕진, 박왕진, 박용현, 박주석, 백철종, 서성

일, 서홍진, 신명식, 양강호, 양도균, 오관수, 윤기헌, 윤문수,

이광돈, 이동한, 이승주, 이용석, 이유식, 이윤보, 이준하, 이충

범, 이현보, 이홍우, 임승혁, 임필빈, 장 훈, 전충성, 정기욱, 정

석 , 정웅교, 조수연, 조용현, 진웅용, 차승훈, 최아람, 하재성,

홍성후, 홍지현,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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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비뇨기과가 질병 예방과 100세 청춘을 위한 노화방지센터 (소장: 조

용현 교수)를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노화방지 센터는 노화와 관련된

종합검진과 그에 따라 진료를 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센터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은 병력 조사 및 진찰, 갱년기 호르몬을 위한 혈액검사, 남

녀 성기능 검사, 신체 측정 및 체성분 분석, 심폐기능, 근력, 비만도 측정, 중

년기 정신건강 평가, 골다공증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이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노화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각 개인별 운동처방, 식이요법 및 양지도, 생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생활습

관의 교육을 통하여 노화방지의 종합적인 처방 및 지도 상담을 한다. 나아가

각종 호르몬 보충 요법, 항 산화제 투여, 비타민, 미네랄보충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 및 활력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센터는 내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피부과의 전문교수들과도

협진체계를 갖추어 한번의 접수 과정으로 정상적인 노화와 구별되는 병적인

노화과정의 치료 및 평가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 된다. 한편,

센터 소장인 비뇨기과 조용현 교수와 김세웅 부교수는 센터 개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일본 삿포로대학, 오사카대학 및 간사이대학의 노화방지센터를 방문

하여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일본 노화방지학회 회장인 구마모토 교수 등과

도 긴 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CATHOLIC UNIVERSITY

2004년 1월 2일에 한국회관에서 교실원의 신년 하례식이 있었다. 8개 병원의

Staff와 전공의들이 모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식사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 다.  

CATHOLIC UNIVERSITY

2004년도 전문의 자격 시험은 1차 시험이 2004년 1월 8일 한양대학교병원

계단 강의실에서, 2차 시험은 2004년 1월 17일 토요일에 서울대병원 소아병

원 임상강의실에서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3차 구두 시험없이 1차 필기시험

과 2차 랜턴시험만으로 자격 시험을 치 다. 본 교실에서는 장준, 이충현, 곽

경민, 윤태경, 황보경, 정지학 전공의 모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장

준 전공의는 대전성모병원에 전임강사로 발령 받았으며, 황보경 전공의는 안

양병원의 봉직의로, 이충현, 곽경민, 윤태경, 정지학 전공의는 공중보건의로

근무 예정이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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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년차

지도교수 김세웅 부교수

생쥐방광암모델에서 경구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 제형의 항

암효과 및 독성

지도교수 김세웅 부교수

암억제 단백질인 merlin과 RalGDS의 상호작용 및 활성에 대한 연구

전임강사

지도교수 김세웅 부교수

토끼에서 paclitaxel의 방광내 주임요법을 위한 생체점착성 약물전달체계

전임강사

지도교수 조용현 교수

만성세균성 전립선염 Rat모델에서 Catechin과 Ciprofloxacin의 상승효과

2004년 2월 4일 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전공의 입국식 및 사은회가 열렸다.

교실원과 개원 동문들도 참석하여 새롭게 의국원이 된 신규 전공의들과 전문

의 자격을 취득한 전공의들의 퇴국을 축하해 주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임필

빈 임상강사의 뒤를 이어 김수진 전공의가 여성으로서 두번째로 의국원이 되

었다.

: 이충현, 장 준

: 윤태경, 황보경

: 곽경민

: 정지학

: 정윤석

: 최용선, 조강준

: 김수환

: 김수진

: 이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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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Japanese Society of Endourology & ESWL 의

international member로 선정

▶ 교수 : 아시아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차기회장에 선출, 노화방지센터

소장

▶ 전임강사 : 타계 (2003. 9. 14 )

▶ 전임강사 : 아시아요로생식기감염학회 총무 이사

CATHOLIC UNIVERSITY

1st  Worshop in Endourology 

장소: Thailand

일시: 2003년 9월 3-5일

참가자: 황태곤 교수

lecture: PNL(2003.9.3), URS (2003.9.4), Introduction to

Laparoscopic surgery (2003.9.5)

live Surgery: calyceal diverticulectomy, staghorn calculus PNL,

Laparoscopic Tbc nephrectomy

20th Korea-Japan Urology Congress 

장소: 조선비치호텔

일시: 2003년 10월3 ~ 4 

참가자: 황태곤 교수, 조용현 교수, 황보경, 임재균 전공의

21st World Congress on Endourology 

일시: 2003년 9월 21 ~24일

장소: Montreal, QC, Canada 

참가자: 황태곤 교수

발표 연제

1)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 early experience in Korea

2) Comparison of Hand Assisted laparoscopic and open donor

nephrectomy : A single center experience from South korea.

CATHOLIC UNIVERSITY



9

N E W S
L E T T E R

5th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Urologists

일시: 2003. 9. 25 ~ 9. 27 

장소: Seoul, Korea 

참가자: 서홍진 조교수, 한창희 조교수, 

발표 내용: 한창희 조교수

1) Age-related Radiological Imaging in Children with Acute

Pyelonephritis 

2) Epididymal Anomalies Associated with Patent Procesus

Vaginalis in Hydrocele and Cryptorchidism 

좌장: 서홍진 조교수 (Voiding dysfunction and Enuresis : 2003.9.27) 

APSSIR 

일시: 2003년 9월 29일-10월4일

장소: 세부, 필리핀

참가자: 김세웅 부교수, 이충범 조교수, 서성일 전임강사, 김현우 전임강사,

고준성 전강대우

33rd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일시: 2003년 10월 5~9일

장소: Florence, Italy 

참가자: 김준철 부교수, 서홍진 조교수, 이지열 조교수, 이용석 전임강사

연제발표: 김준철 부교수

Changes of urinary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s in

male patients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 Neurourol Urodyn

22(5) p436, 2003,

Effects of inerferon-gamma on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1

expression in the partially obstructed urinary bladder of rat

proceedings abstract book p10, 2003 

Effects of connexin expression on detrusor function after relief of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rat proceedings abstract book p403,

2003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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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Women's Sexual Health
(ISSWSH)

일정: 2003-10-16 ~ 2003-10-19 

장소: Amsterdam, Netherland 

참가자: 임필빈 임상강사

3rd International Symphosium Asian Session Endourological
Management of UPJ Obstruction

일정: 2003년 11월 19-21일

장소: 후쿠오카, 일본

Lecture: Laparoscopic pyeloplasty

연제발표: 황태곤 교수

1)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 the Korean experience

2) Comparison of Hand Assisted laparoscopic and open donor

nephrectomy : A single center experience from South korea.

1st Asian UTI/STD Forum

장소: 후쿠오카, 일본

일정: 2003.11.22-23 

조용현 교수, 이승주 전임강사

4th World Congress on the Aging Male

장소: 프라하, 체코

일정: 2004.2.26-29 

이동환 교수

1) 교실 홈페이지 개설 www.cmcuro.net 

2) 교실 소식지 뉴스레터 3호 (2003.10월) 발간

CATHOLIC UNIVERSITY

▶신규 임용: 홍성후 임상강사 (강남성모),  장 준 전임강사 (대전성모)

▶퇴직: 임필빈 임상강사 (강남성모)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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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 5월 1일 : 춘계비뇨기과학회
“Resident reading 및 staff lecture 내용을conference 전에홈페이지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Resident reading : AUA update 2003 XXII-Part I  
Case conference : 2003.12.01 - 2004.07.11 퇴원기준. 형식은예년과동일합니다.

Conference Schedule 4 CATHOLIC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