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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길교수님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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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6일 비뇨기과교실의명예교수이시며주임교수와대한비뇨기과

학회장을 역임하신 임수길 교수님이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재

직 중 국내최초로시행한 수술이 10여가지가되며 비뇨기과학회의초기 발전

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1980년 10월부터 1982년 9월까지와 1991년 10월부

터 1992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을 역임하고 1992년 정

년 퇴임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전에 이루신 업적과 비뇨기과 의사로서 잊

지말아야할덕목을가르쳐주신것을되새기면서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그리고고인의가족분들에게도심심한위로의말 을전합니다. 

CATHOLIC UNIVERSITY

2004 3월 1일 삼일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성모병원 윤문수 원장님을 중심으

로 조수연 부교수, 김현우 조교수, 이승주 전임강사, 임재균, 임승혁, 박덕진

전공의가함께참가하여한강고수부지를달렸습니다. 전날마신술탓인지입

에서는 끈적거리는 침이 쟁기를 끄는 황소의 입에서 떨어지는 침처럼 휘날리

고, 찬바람 먹은 허파는 따끔거리면서 적토마 같던 발걸음이 어느덧 황소걸음

으로 바뀌어 경기의 참뜻은 우승이나 기록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고 되뇌

습니다. 윤문수원장님은우수한기록으로완주하셨고선모전공의역시황

소걸음으로완주하 다고합니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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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7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의국 내 전공의와 쥬니어 스태프들이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앞마당에 모 습니다. Junior Staff 팀9명과

Resident 팀11명이모여농구와축구경기를펼쳤습니다. 농구경기에서무참

한 패배를 당한 전공의 팀은 축구경기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공

의 선생님들 평소 컴퓨터 게임 말고 진짜 운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 모 전

공의는 전공의 생활 동안 삼일절 마라톤과 JR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야심찬(?) 계획을실행중이랍니다. 

CATHOLIC UNIVERSITY

2004년 5월 17일 2003년 8월에박사학위를취득한이승주전임강사 (토끼에

서 paclitaxel의 방광내 주입요법을 위한 생체점착성 약물전달체계 - 지도교

수 김세웅 부교수)와 이용석 전임강사 (만성세균성 전립선염 Rat모델에서

Catechin과 Ciprofloxacin의 상승효과 - 지도교수 조용현 교수)를 축하하는

축하연이 2004년 5월 17일 월요일 저녁에 한국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황태곤

주임교수께서 기념패를 증정하 고, 모든 교실원이 모여 즐거운 만찬을 즐겼

습니다. 지난회기의총무, 재무보고가있었으며서산에개업한정평모동문이

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장 임기에 대한 투표 결과 13:8로 1년 임기로 결

정되었습니다. 여러동문들과교실원(staff)들이오랜만에만나안부를나누는

화기애애한자리가되었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강신태, 강성학, 김두배, 김진호,

김준철, 김세웅, 김학술, 권길성,

고준성, 박용현, 서성일, 서홍진,

이동환, 이동한, 이상석, 이정훈,

이승주, 이지열, 이 재, 이용석,

이충범, 이홍우, 장인철, 정성 ,

진길남, 조용현, 윤기헌, 한창희,

황태곤, 홍성후

황태곤, 조수연, 김현우, 이지열, 이승주, 이용석,
김두배, 고준성, 인병하 동문

김상훈, 하유신, 선인철, 장 훈, 임재균, 임승혁,
류기 , 유재석, 이준하, 박덕진, 조강준

J팀

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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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5일 강남 비뇨기과 의국원과 외래, 6서 병동 그리고 수술방 간호

사들이청계산에올랐습니다. 입구에서나누어준식수와쵸코바그리고야심

작으로 준비한 오이를 입에 물고 기념품으로 준비한 스포츠 타올은 목에 걸친

채정상을향해출발했습니다. 씩씩한외래간호사들이옆이나뒤도한번안돌

아보고 경쟁적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헐떡거리며 정상에 도착하니

시원한 아이스께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아이스께끼 입에 물고

사진한장찰칵하고하산하 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있는 고기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도중 황태곤 과장님

의 긴급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고가의 가방 2개를 경품으

로내걸고사다리를탔습니다. 숨을죽이고사다리를탄결과우연하게도가방

과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간호사 두명에게 행운이 돌아갔고 예상외의 열

렬한반응에내년에도상당한금전적출혈이예상됩니다. 등산을하고난뒤의

피로함과뜨거운분위기에취해서인지모두들일찍취기가올랐고 2차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이 모 전공의와 조 모 전공의(일명 이모조모 전공의)가 행방불

명이 되어 애를 태웠지만 다음날 무사히 귀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주는

자신의주량껏하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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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 6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이 6월 12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남성갱년기 및 성기능장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

었습니다. 외국 초청연자로는 황태곤 주임교수님이 연수 받으셨던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의 성기능장애의 세계적 권위자 Arnold

Melman 교수님의“성기능 장애에서 유전자치료”에 대한 특강과, 멋진 턱수

염과 나비 넥타이가 인상적이었던 Sapporo University의 Yoshiaki

Kumamoto 교수님의“남성 갱년기”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대

이동환, 김세웅, 서성일, 김현우 교수님과 여러 외부 연자들의 심도있고 수준

높은강의가이어졌습니다. 심포지움이끝나고회식자리에서는후쿠오카의대

의 Ariyoshi 교수님 내외가 참석하여 사진 한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984

년한국방문당시찍었던사진으로고인이되신임수길교수님과염색안하고

도검은머리이신박용현교수님과윤문수교수님을뵐수있는귀한사진이었

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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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2004년 6월 26일, 27일 가톨릭의대 비뇨기과학교실

Staff Workshop 이 열렸습니다. 김세웅부교수의“BPH와성기능장애”특강

과이승주전임강사의비뇨기과논문실적현황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 개

원동문들의 교실 후원비 활용방안 및 예우방법과 교실비 지출규정에 대한 논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AUA 참가 전공

의 선발 요건 보완, 그리고 2005년 가톨릭 심포지움 주제 선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움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결

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 주제별 내용과 연자까지 구상하여 수요

conference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 습니다. 첫 날 일정

을 마친 후 제주 도두마을 어느 일식당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으며 제주 바다

내음과아름다운석양속에서자기반성과재충전의시간을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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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설

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4년 7월 3일 에는 개원식을 진행하 습니다. 권

역응급의료센터란대진료권(도 단위) 중심으로해당지역응급의료의전문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운 하는 응급의료의 중심센터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지역 8개시와 3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

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철원군)의 응급환자의

최종진료기관으로서 대량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중심역할을 하

게 됩니다.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역주

민에 대한 최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를수립하여선진국형응급센터로발전시켜나가기를기원합니다.

CATHOLIC UNIVERSITY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비뇨기과 이지열 부교수 (주관연구자)는 공동연구자인

KIST 한동근박사, 경기대학교 길성호 교수와 함께 2004년 한국과학재단 특

정기초연구사업에서‘신경인성 방광에서 근육줄기세포 세포치료와 신경분화

유도 및 고기능성 생체재료를 이용한 신경 및 혈관재생 연구’가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연간 8천만원 (향후 3년간)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지열 교수는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요실금 치료용 근육줄기세포/고분

자 복합 생체재료의 개발’이란 우수핵심연구(줄기세포연구) 신규과제 (2+2

년, 연간 3억원)에선정되어 2년간연구를수행하 으며, 2년후평가 (2004년

5월)에서좋은실적으로 2006년까지연구비를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11

N E W S
L E T T E R

선인철

전공의 4년차 /지도교수 강성학 교수

N-Butyl-N-(4-hydroxybutyl) Nitrosamine에 의해 유발된 흰

쥐 방광암에서 Keyhole Limpet Hemocyanin의 항암 효과

2004년 8월

장 준 전임강사 (대전 성모)

홍성후 임상강사 (강남 성모)

석 사

신규임용

이충범, 조수연, 이지열, 한창희 조교수 ⇨ 부교수

김현우, 서성일 전임강사 ⇨ 조교수
승 진

CATHOLIC UNIVERSITY

윤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6 훼 리 샤르망 4층, ▶2004. 5. 3.

이 재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206-18, ▶2004. 5. 8.

이유식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봄비뇨기과, ▶2004. 5. 18.

CATHOLIC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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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일시 : 2004. 3. 24-27 
·장소 : Vienna, Austria
·참가자 : 윤문수 교수, 황태곤 교수, 김세웅 부교수, 

김준철 부교수, 이지열 조교수
·내용 :  
1. Increased bladder tissue penetration of intravesical paclitaxel

by glyceryl monooleate drug delivery systeem (김세웅 부교수)
2. Effects of intravesical instillation of cyclooxygenase-2 inhibitor

on cyclophosphamide-induced overactive bladder in rat (김준
철 부교수)

3. Isolation of muscle derived stem cells from rat and its smooth
muscle differentiation (이지열 부교수)

15th Annual Meeting of the ESPU 
·일시 : 2004. 4. 21-24 
·장소 : Regensburg, Germany 
·참석자 : 서홍진 조교수
·내용 : Congenital concealed penis: a new technique for

correction in children (서홍진 조교수)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AUA)
·일시 : 2004. 5. 10. 
·장소 : San Francisco, USA
·참가자 : 이지열 부교수, 김현우 조교수, 서성일 조교수, 

이승주 전임강사, 이용석 전임강사, 김상훈 전공의
·내용 : 
1. The Gene Therapy of Bladder Cancer by Using Recombinant

Baculovirus (이지열 부교수)
2. Prevalence of chlamydial and gonococcal infections and

sexual risk behavior among youth in South Korea (이승주 전임
강사)

3. Effect of prostatic calculi in treatment of inflammatory chronic
pelvic pain syndrome (이승주 전임강사)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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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World Biomaterials Congress
·일시 : 2004. 5. 17-21 
·장소 : Sydney, Austria
·참가자 : 이지열 부교수
·내용 : PCL pParticle-Loaded PLGA Solution as Injectable

Bulking Agent

2nd Asian UTI/STD Forum
·일시 : 2004. 5. 19-23 
·장소 : Khabarovsk, Russia.
·참가자 : 조용현 교수, 이승주 전임강사
·내용 : 
1. Pitfalls in PCR diagnostics of Chlamydia infection (이승주 전임

강사)
2. Effect of prostatic calculi on prostatic inflammation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chronic pelvic pain syndrome (이승주 전임강사)

15th Video-Urology World Congress
·일시 : 2004. 6. 18
·장소 : Pusan, Korea.
·참가자 : 황태곤 교수, 서성일 조교수
·내용 : 
1.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reconstruction of ileal W-neobladder. (황태곤 교수)
2.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in renal cell carcinoma. (황

태곤 교수)
3. Laparoscopic dismembered pyeloplasty in case with

redundant renal pelvis (서성일 조교수)
4. Hand assisted laparoscopic hemi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in horseshoe kidney (서성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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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13th  International Union agains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Asia-pacific Congress 
·일시 : 2004. 7. 6-10 
·장소 : Chiang Mai, Thailand. 
·참가자 : 조용현 교수, 이승주 전임강사
·내용 : 
1.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HIV prevention and control

in Korea (조용현 교수)

ICS
·장소 : 프랑스 파리
·일시 : 2004. 8. 25-27 
·참가자 : 김준철 부교수
·내용 : 
1. Detrusor overactivity and connexin expression in patients with

bladder outlet obstruction due to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Neurourology & urodynamics (김준철 부교수)     

2. combination treatment with propiverine hydrochloride
dosazocin GITS in men with overactive bladder syndrome
coexisting benign prostatic obstruction: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study (김준철 부교수)    

·일시 : 2004. 8. 28 
·장소 : Sapporo, Japan.
·참가자 : 윤문수 교수, 황태곤 교수, 조용현 교수, 

김세웅 부교수, 이지열 부교수
·내용 : 
1.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Preliminary Experience (황태곤 교수)
2. The Role of Anticholinergic Medication in Men with LUTS/BPH

(이지열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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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7일 장준 전임강사 득남

2004년 4월 26일 임수길 교수님 별세

2004년 5월 14일 방진성 동문 빙부상

2004년 5월 17일 이충현 득녀

2004년 6월 10일 이유식 동문 모친상

2004년 6월 13일 임수길 교수님 49제

2004년 8월 15일 강성학 교수 빙부상

CATHOLIC UNIVERSITY

정평모 동문 : 100만원

신명식 동문 : 50만원

김진호 동문 : 100만원

정기욱 동문 : 20만원

전공의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의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공의 장학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을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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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 대한비뇨기과학회 전립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대구 인터불고호텔, 2004. 3. 6.

- 대한 배뇨장애 및 요실금 학회 Workshop, 삼성서울병원, 2004. 3. 12.

- European Urological Association Meeting, Vienna, 

Austria, 2004. 3. 24-27.

- 대한비뇨기과학회 Endourology 학회 워크샵, 

서울아산병원, 2004. 4. 23.

- 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 경희대, 2004. 4.10.

-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 서울아산병원, 2004. 4. 24.

- 대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부산 BEXCO, 2004. 4. 30.- 5. 1.

-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집담회, 2004. 6. 4.

- 제 6회 가톨릭비뇨기과 심포지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004. 6. 12.

-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워크샵, 2004. 7. 9.

- The 21st Japan-Korea Urological Congress, Sapporo, 

Japan, 2004. 8. 27-28.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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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부탁했다

나는신에게나를강하게만들어달라고부탁했다. 내가원하는모든걸
이룰수있도록. 
하지만신은나를약하게만들었다. 겸손해지는법을배우도록. 

나는신에게건강을부탁했다. 더큰일을할수있도록. 
하지만신은내게허약함을주었다. 더의미있는일을하도록. 

나는부자가되게해달라고부탁했다. 행복할수있도록.
하지만난가난을선물받았다. 지혜로운사람이되도록.

나는재능을달라고부탁했다. 그래서사람들의찬사를받을수있도록.
하지만난열등감을선물받았다. 신의필요성을느끼도록.

나는신에게모든것을부탁했다. 삶을누릴수있도록.
하지만신은내게삶을선물했다. 모든것을누릴수있도록.

나는내가부탁한것을하나도받지못했지만
내게필요한모든걸선물받았다.

나는작은존재임에도불구하고
신은내무언의기도를다들어주셨다.

모든사람들중에서
나는가장축복받은자이다.

-작자미상 (미국뉴욕의신체장애자회관에적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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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윤문수, 조용현(과장)

부교수 김세웅

전임강사 이승주

교수 박용현, 황태곤(주임교수, 과장)

부교수 김준철

조교수 서성일

임상강사 홍성후

교수 강성학(과장)

부교수 한창희

전임강사 이용석

부교수 조수연(과장)

조교수 김현우

교수 조대행

부교수 이충범(과장)

전임강사 이윤보

교수 이동환

부교수 서홍진(과장)

부교수 이지열(과장)

전임강사대우 고준성

전임강사 김두배(과장)

전임강사 장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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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 5월 1일 : 춘계비뇨기과학회
Resident reading : AUA update 2003 XXII-Part I  
Case conference : 2003.12.01 - 2004.07.11 퇴원기준. 형식은예년과동일합니다.

Conference Schedule 5 CATHOLIC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