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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안녕하십니까?

계절 좋은 봄날 주말, 본 이·취임식을 빛내주기 위

해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교실 동문들께 감

사드립니다.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

께하지는 못했지만 전화, 축전, 화환 등으로 본 행

사를 축하해 주신 여러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

사말 올립니다.

우리 교실 역사는 김기수, 임수길 교수님을 거쳐 지금에

이르 으며, 현재 학문적으로는 물론 학회 활동도 활발하여

본 학회 및 세부전공학회에서 명실상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각학술전공분야에서이미두각을나타내고있습니다. 또한교실

동문들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원의 협의회 회장, 서울시 구 의사회장들로 활약

중에있으며그밖에도각자지역사회의료계의리더들로서크게활약하고있습

니다.

저는 본 교실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능력 외에 역대 주임교

수님들과 앞에 계신 선배 동문님들의 교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당

시대 교실원과 동문들의 교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우리 교실의

전통적인 장점인 교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협조하는 분위

기가어우러져만들어낸결과이기도한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실을 운 함에 있어 여지껏 노력해왔듯이 귀를 크게 열고 여

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실원, 동문들의 어려운 점을 적극 도와드리고 고민

을함께해결하는자세로일할것입니다. 또한제가주임교수로서결정해야할

사안에대해서는신중하고사려깊은결단을내릴것입니다.

교실원, 동문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저의능력이여러가지로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교실에 대한 사랑과

정열을지속적으로가져주시고, 또한현시기가교실, 비뇨기과동문회를위한

제 2의 도약으로 발돋움할 때로 여겨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교실, 동문회는

보다크게발전할것입니다. 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황태곤전

주임교수님의그동안의큰노고에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임교수 조 용 현

CATHOLIC UNIVERSITY



5

N E W S
L E T T E R

CATHOLIC UNIVERSITY

2006년 3월 25일 여의도 63빌딩 중식당“백리향”에서 주임교수 이취임식이 거

행되었습니다. 3대박용현주임교수, 4대윤문수주임교수, 전충성명예교수, 이

상석원장, 어 선원장, 동문회장 권길성원장, 대한비뇨기과 개원의 협의회장 진

길남원장 등 70~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 습니다. 이임하는 황태곤교수에게

감사패와행운의열쇠가증정되었습니다. 새로이취임하는제6대조용현주임교

수는취임사에서현시기가교실, 동문회를위한제 2의도약으로발돋움할때로

여기며우리교실, 동문회의발전을위해헌신할것임을다짐하셨습니다. 많은동

문들과교실원들은조용현교수님의주임교수취임을축하하 고, 맛있는식사와

즐거운담소를나누는화기애애한자리 습니다. 황태곤전주임교수님수고많

이하셨습니다. 가톨릭의대비뇨기과학교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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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5년 11월~16일 18일에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제 57차 대한비뇨기과

학회추계학술대회가열렸습니다. 구연 13편, 포스터 19편, 비디오 3편, 총 35

편으로 2004년 구연 16편, 포스터 12편, 비디오 3편, 총 31편에 비해 포스터

가 늘어나고 활발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18일 저녁에 구의동 "단

군의 땅"에 모여 학회 준비에 대한 반성과 교실원의 단합과 교실의 발전 방향

에대해논의하고담소를나누며즐거운저녁만찬을즐겼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2005년 11월 20일 가톨릭대학교의과학연구원에서대한 요로생식기감염학회

제3차추계학술대회가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아요로감염질환, 일본 산교의대 마즈모토 교수의

CPPS의 최신지견, 성기주위의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끝으로 조용현 주임교수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순천향의대

김민의교수가회장으로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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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에서 "복

강경근치적전립샘절제술 100회기념 Live workshop이있었습니다.

황태곤교수가직접집도하여그동안의수술노하우를발표하셨고포천중문의

대 이 태, 국립암센터 이강현, 서울대 김현회 교수, 가톨릭의대 이동환, 김세

웅 교수, 이지열 부교수 및 복강경 수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비뇨기과 선생님

들이참석하여주셨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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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5년 12월 9일 토요일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제9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동문 학술대회 및 송년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길성 동문회장님의 인사말과 "Exploring the Nature of OAB"와 "비뇨기

과 개원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용석 조교수, 장준 전임강사, 홍성후 전임강

사, 이홍우선생님, 이유식선생님의강연및 토론이있었고 황태곤전 주임교

수님의지난일년간교실현황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이번동문학술대회

를통하여변치않는동문간의정을나누고서로의발전을기원하는자리가되

었고참석해주신모든의국및동문선후배님의무궁한발전을기원하여감사

드립니다.

CATHOLIC UNIVERSITY

강신태, 고준성, 곽경민, 권길성,

권병산, 김두배, 김범수, 김세웅,

김수진, 김재웅, 김준철, 김진호,

김학술, 김효신, 박덕진, 박왕진,

박용현, 박주석, 백철종, 서홍진, 

석노성, 성수용, 손동완, 신명식,

신창식, 양강호, 양도균, 양조환,

오관수, 오장민, 유재석, 윤기헌,

윤문수, 윤병일, 윤태경, 이광돈,

이광배, 이동한, 이무연, 이상석, 

이 재, 이용석, 이유식, 이정훈,

이준하, 이충범, 이충현, 이홍우,

인병하, 임재균, 임필빈, 장 준,

장인철, 전충성, 정기욱, 정석 ,

정웅교, 정평모, 조강준, 조대행, 

조수연, 조용현, 진길남, 진웅용,

최아람, 최현섭, 하유신, 하재성,

한창희, 홍성후, 홍지현, 황태곤



9

N E W S
L E T T E R

CATHOLIC UNIVERSITY

2006년 1월 2일 한국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이 있었습니다. 새해

에는 더욱 열심히 연구와 진료

에 임하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

자는 다짐과 희망을 다지는 즐

거운자리 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2006년도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이 2006년 1월 1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

강당에서, 2차 시험은 2006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임상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임재균, 김효신, 임승혁, 장훈 전공의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 습니다. 임재균 선생은 이 재 비뇨기과에, 김효신 선생은 부천성가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임승혁 선생은 공중보건의로, 장훈 선생은 군의관으

로근무하게되었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2006년 2월 3일 팔레스 호텔 지하 1층 궁전홀에서 전공의 입국식 및 사은회

가있었습니다.

: 김효신, 임승혁

: 임재균

: 장훈

: 이병희, 정문수

: 김성인, 이남석

: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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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5년 12월 7일 수원캐슬호텔에서 성빈센트병원 조대행교수님의 회갑연

이 있었습니다. 조용현 주임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실원들이 참가하여 조

대행교수님의회갑을축하드렸고, 만찬과함께즐거운시간을가졌습니다.

조대행교수님, 앞으로도건강하시고저희교실을위해많은일을해주십시오.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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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성 명예교수님, 황태곤 교수님, 이충범 부교수님께서 1,000만원씩을 교

실발전기금으로 기탁해주셨습니다. 기탁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9월 1일 의정부성모병원 강

성학 교수님께서 제15대 의정부성

모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

다. 강성학 교수님의 병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는 비뇨기과 교실의

자랑으로 앞으로도 강성학 교수님

께서 본 교실과 의정부성모병원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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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CATHOLIC UNIVERSITY

강원도 양구라는 시골에서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하던 3년째, 앞으로 전공할

과를 정해야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파로호 푸른 물을 보며 이

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봐도 고민만 될 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 비뇨기과가 제 마음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었

고 친구 기욱이의 조언은 저의 확신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으로 여의도에서 부푼 꿈을 안고 1년차를 시작으로 전공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공의를 시작할 때 언젠가 윤문수 교수님께서 해주

신 말 이 생각납니다. 머리로 사는 전공의가 되지 말고 발로 가슴으로 뛰는

전공의가 되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렇게 마라톤을 좋아하시는구나라

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즈를 아껴 쓰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듣고 다음부터는

한 장 한 장 올려드리던 기억도 나고 선인철 선생님과 포도를 먹다가 교수님께

서 뒤에서 몰래 나타나셔서 저만 들켜서 혼이 났던(일명 '선인철 선생님의 배

신') 기억도 납니다. 살 빼라고 4년차 끝날 때까지 꾸지람을 하시던 윤문수 교

수님의 말 도 이제 가끔만 듣게 되었습니다. 휴~! 

몇 달의 1년차 생활이 지나갈 때 제 전공의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한번은 조용현 주임교수님 환자분에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여

환자가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이제 병원을 나가야 되

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수님을 어떻게 뵙나 하며 외래에서 쭈그리고 앉아 한

숨만 쉬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현 교수님께서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해, 전공의

생활하다 보면 다 겪는 일이니 실망하지 말아라"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신 기억

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날 일은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후론

후배들이 잘 못하는 일이 있어도 될 수 있는 한 격려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1년차 생활이 끝나고 대전에 가서 대청호 푸른 물을 맘껏 볼 수 있었는

머리로 사는 전공의가 되지 말고 발로, 
가슴으로 뛰는 전공의가 되라

김효신,,
2006년 전문의 취득,,

현 부천성가병원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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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금도 가끔은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김두배 선생님과 함께 점심때 먹

었던 계란말이는 언제나 푸짐했습니다. 2년차 지만 의국장이었고 컨설트

도 보며 조금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수원, 강남, 의정

부를 돌았는데 의정부에서는 집에 가기가 귀찮아서 주말에만 집에 가고 의

국에 있다가 최모 선생님이 외출할 때면 호출을 받아주곤 했는데 어딜 그렇

게 다녀오는지 깔끔해져서 발그레하고 돌아오길래 궁금했었는데 아직 그

비 은 모르겠습니다. 담에 만나면 스탭의 파워로 용선이에게 좀 물어보려

고 합니다. 강남에선 무척 수술이 많은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는 한번도 오

후 회진을 못 돌았고 점심은 매일 김밥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황태곤

교수님께서 몇 시간씩 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하시는 모습에 환자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따라야겠다고 느꼈는데 그렇지 못 하는 못난 제자가 되

곤 합니다. 

이렇게 어느덧 레지던트 생활의 마지막에 접어들었고 여의도에서의 4년차

를 끝으로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말도 저에겐 확신을 주기 어려웠고 저 스

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에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남아 더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부천에서 집도 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판교는 포기했습니다.

때론 함께 웃고 때론 함께 화를 내던 친구들도 선배들도 이제 한 명씩 각자

의 길을 가고 가끔 전화라도 하며 안부를 묻는 때가 벌써 저에게도 온 것입

니다. 가끔 술을 마시며 혹은 선후배들과 얘기하며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린

4년의 생활이 저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고 하지만 가장 즐거웠

고 가장 보람찬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합

니다. 비뇨기과 의국원들은 서로 아껴주고 가족같다고. 지금까지 저의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지 못 한 것이 많은 아쉬움이 되었다는, 어느 에나

나오는 말이 저에게도 사실이 되었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

다. 후배분들도 4년의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길 바라며 그동안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감사말 을 전합니다. 비뇨기과 의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

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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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희 <<

·약 력

- 출신 학교 : 경남과학고등학교, 가톨릭의과대학교

- 인턴수련병원 : 부평성모자애병원, 대전성모병원

·자기소개

1980년에 울산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교직자인 부모님 슬하에 형과

함께 네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

온 후 과학고를 진학하여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단체생활을 하

며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 후 가톨릭 의과대학으로 진학하

습니다. 본과 4학년 실습때 비뇨기과를 돌면서 비뇨기과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턴을 하면서 흥미롭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모

든 일에 임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수 <<

·약 력

- 출신학교 : 서울 경문고등학교, 가톨릭 의과대학

- 인턴수련병원 : 성빈센트병원

·자기소개

저는 1975년 서독 뮌헨에서 태어나 서울 서래 초등학교, 서울 반포 중학교,

서울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가톨릭 의과대학에 입학 (42회),

2001년에 졸업하 습니다. 수원성빈센트 병원에서 인턴 수료하 으며, 그

후 공중보건의로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지소에서 2년간 군복무 하 고, 현

재는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며, 2006년 4월 제대 예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성신여자 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님이셨고, 어머님께서는

주한 독일문화원 독어 전임강사로 계셨으며 현재는 두 분 모두 정년 퇴임하

셨습니다. 제 위로 누나 한명이 있고 현재 분당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

습니다. 대학시절엔 취미로 음악을 좋아하여 교내 동아리 Medics에서 회장

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장점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막연히 생물들의 움직임과 해부에

관심이 많아 의과대학에 입학하 으며, 대학에서의 강의들과 PK 실습, 그

리고 인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Nephrology와 Genito-urinary tract의

분야, 그리고 Cancer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

과 적성을 보다 깊고, 전문적으로 수련 받고, 연구하고자 비뇨기과를 선택하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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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비뇨기과를 지원해서 한번 fail 하 으나, 그 후 시골

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며 그 동안 부족했던 저의 지식들과 소양을 쌓는데 겸

허하고 성실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골에서의 군복무 기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의 3년차가 되면서 수

원시 도시형 보건소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현재는 예방 접종실에서 유아

예진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전공의 생활

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으며, 제가 꼭

하고 싶은, 저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비뇨기과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쁩

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과, 선배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더불어

항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는 전공의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 김성인 <<

·약 력

- 출신학교 : 강원 과학 고등학교, 가톨릭 의과대학교

- 인턴수련병원 : 부평성모자애병원, 부천성가병원

·자기 소개

성격은 활발하고 조금은 꼼꼼한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써클은 메딕스와 농

구반을 하 습니다. 취미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농구와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기는 수 입니다. 비뇨기과는 본과 3학년 때부터 지원

하던 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 이남석 <<

·약 력

- 출신학교 : 청담고등학교,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 인턴수련병원 : 강남성모병원, 성바오로 병원

·자기소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밝으며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인즉 모든 일에

자신감과 책임감도 강합니다. 저의 성격 중 가장 내세울 점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으로 일을

신중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턴 시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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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장을 맡으면서 인턴들의 일을 내일처럼 아주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강한리더쉽으로여러인턴들과함께잘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나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스스

로노력한다는것입니다. 하지만때론솔직하고, 확실한성격탓에가끔씩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때가 있곤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선 보다 노력하고

주의해서 항상 어느 누구에게서나 인정받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 김희연 <<

·약 력

- 출신학교 : 보성고등학교, 가톨릭의과대학교

- 인턴수련병원 : 성바오로병원, 강남성모병원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우선 비뇨기과 교실에 들어가게 된 것을 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성실하게수련과정에임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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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일시 : 2005. 3. 16 ~ 3. 19
·장소 : Istanbul, Tukey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김세웅 교수
·연제발표 : Immunostimulating and prophylactic effect of E.coli

extract in a mouse model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cystitis (조용현 주임교수)

Nagoya Forum
·일시 : 2005. 3. 18
·장소 : Nagoya, Japan
·참가자 : 황태곤 교수

Asian Association of UTI & STD (AAUS)
·일시 : 2005. 5. 15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이지열 부교수, 고준성 전임강사대우
·특강 : Overactive bladder and voiding dysfunction in stress

urinary incontinence (이지열 부교수)
·연제발표 : 
1. Treatment of category III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with a terpene mixture (조용현 주임교수)

2. Synergistic effect between catechin and ciprofloxacin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조용현 주임교수)

3. Prophylactic effect of an Escherichia coli extract in a mouse
model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cystitis (조용현 주임교수)

4. The characteristics of voiding difficulty in women and the
effect of tamsulosin treatment (이지열 부교수)

5. The changes of storage symptoms after TVT procedure for
female urinary incontinence (이지열 부교수) 

AUA annual meeting
·일시 : 2005. 5. 21. ~ 5. 26
·장소 : San Antonio, Texas, USA
·참가자 : 서성일 조교수, 이용석 조교수, 홍성후 전임강사,

고준성 전임강사대우, 임재균 전공의

Asia infection 학회
·일시 : 2005. 6. 2
·장소 : Philipine
·참가자 : 황태곤 교수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hemotherapy
·일시 : 2005. 6. 4 ~ 6. 6
·장소 : Manila, Philippines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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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Catheter associated UTI- New aspects
·연제발표 : Efficacy and safety of Gatifloxacin on the UTI in Korea

국제 남성 과학회
·일시 : 2005. 6. 13 ~ 6. 16
·장소 : 서울, 한국
·참가자 : 김두배 전임강사
·연제발표 : Anticancer efficacy and toxicity of oral GMO-paclitaxel

in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 model 

European Society for Paediatric Urology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nd Joint meeting (ESPU & AAP) 
·일시 : 2005. 6. 15 ~ 6. 18
·장소 : Uppsala, Sweden
·참가자 : 서홍진 부교수, 한창희 부교수

6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new development in
prostate cancer and prostate disease
·일시 : 2005. 6. 24 ~ 6. 27
·장소 : Paris, France
·참가자 : 이동환 교수, 서홍진 부교수, 이지열 부교수
·연제발표 : 
1. The availability of cystometrogram as a predictive factor of
recurrence of acute urinary retention by BPH (이동환 교수)

2. Initial a-blocker and anticholinergic combined treatment in
Overactive Bladder/Benign Prostatic Obstruction(OAB/BPO)
patients (이지열 부교수)

19th Bacterial Adherence & Biofilm
·일시 : 2005. 7. 1
·장소 : Kitakyushu, Japan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특강 : Nosocomial infection (CAUTI)

30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Urogynecologic
Association (IUGA)
·일시 : 2005. 8. 9 ~ 8. 12
·장소 : Copenhagen, Denmark
·참가자 : 이동환 교수, 김준철 부교수, 이지열 부교수
·특강 : Muscle stem cell based cell therapy & Tissue

Engineering in Urogynecology (이지열 부교수) 
·연제발표 : 
1. Mesh cutting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ymptoms after
TVT procedure : 14 patients (이동환 교수)

2. Urinary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s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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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김준철 부교수)
3. The characteristics of voiding difficulty in women and the

effect of Tamsulosin treatment. (이지열 부교수)
4. The changes of storage symptoms after TVT procedure for

female stress incontinence. (이지열 부교수)

7th. Endoscopic & Laparoscopic Surgeons of Asia (ELSA)
·일시 : 2005. 8. 17 ~ 8. 19
·장소 : Hongkong
·참가자 : 황태곤 교수
·연제발표 :
1. Laparoscopic hemi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in
horseshoe kidney : The preservation of the functioning renal
isthmus

2. Laparoscopic cystoprostatectomy : Where is the benifit? ;
Asian experience

3. Laparoscopic retroperitoneal LN dissection

22nd Korea-Japan Urological Congress
·일시 : 2005. 9. 9 ~ 9.10
·장소 : 전주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김세웅 교수, 이지열 부교수, 홍성후 전임강사,

고준성 전임강사대우, 하유신 전임강사
·연제발표 :
1. Anticancer efficacy and toxicity of oral GMO-Paclitaxel in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 model (김세웅 교수)

2. Brain activation by visual erotic stimuli in elderly healthy
males (김세웅 교수)

3. Analysis of clinicopathologic factors associated with surgical
margin status and biochemical failure in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홍성후 전임강사)

4. Long-term effects of antibiotic-coated foley catheter on
bacterial biofilm formations. (고준성 전임강사대우) 

5. Capsaicin-induced apoptosis in MBT-2 murine bladder
tumor cells and bladder wall penetration effect of the nano-
encapsulated capsaicin in rabbit. (하유신 전임강사)

7th Annual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Urologists
·일시 : 2005. 9. 29 ~ 9. 30
·장소 : Kyoto, Japan
·참가자 : 한창희 부교수
·연제발표 : Management of bladder exstrophy in Korea

Asia Pacific Society for Sexual Medicine biannual
meeting (AP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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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 10. 4 ~ 10. 8
·장소 : Queensland, Australia
·참가자 : 김세웅 교수, 김두배 전임강사
·연제발표 : Brain activation by visual erotic stimuli in elderly

healthy males (김두배 전임강사)

Shinshu Forum
·일시 : 2005. 10．5 ~ 10．8
·장소 : Japan
·참가자 : 이지열 부교수
·연제발표 : Initial a-blocker and anticholinergic combined

treatment in Overactive Bladder/Benign Prostatic
Obstruction (OAB/BPO) patients

2nd. East Asian Society of Endourology annual Meeting (EASE)
·일시 : 2005. 10. 21 ~ 10. 22
·장소 : 제주도
·참가자 : 황태곤 교수，홍성후 전임강사
·연제발표 : 
1. Technical points during laparoscopic prostatectomy-Korean

experience (황태곤 교수)
2. President lecture : Current status of endourology in Korea

(황태곤 교수)
3. Laparoscopic hemi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in

horseshoe kidney : the preservation of the functioning renal
isthmus (홍성후 전임강사)

4.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 Preliminary Experience (홍성후 전임강사)

8th Tissue Engineering Society international (TESi) 
·일시 : 2005. 10. 22 ~ 10. 24
·장소 : Shanghai, China
·참가자 : 이지열 부교수
·연제발표 : VEGF can induce CD34+ human muscle stem cells

differentiate into smooth muscle cells

Japanese Society of Endourology and ESWL(JSEE)
·일시 : 2005. 11. 8
·장소 : Tokyo, Japan
·참가자 : 황태곤 교수

일본성감염병학회 제18회 학술대회
·일시 : 2005. 12. 3
·장소 : Fukuoka, Japan
·참가자 : 조용현 주임교수
·특강 : Trends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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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8일 임필빈 동문 결혼

2005년 11월 10일 최현섭 전공의 득녀

2005년 11월 25일 장준 전임강사 조모상

2005년 11월 28일 임수길 교수님 사모님(이홍우 동문 빙모) 별세

2005년 12월 7일 조대행 교수님 환갑

2005년 12월 11일 류기 전공의 결혼

2006년 1월 12일 고준성 전임강사 둘째딸 출산

김세웅 부교수 → 교수

홍성후, 손동완 전임강사 → 조교수

장준 전임강사 → 조교수대우

고준성 전임강사대우 → 전임강사

승 진

박왕진, 홍성후, 고준성

김수진, 유재석, 양조환, 박덕진, 최용선, 최현섭, 류기 , 김수진, 조강준,

이준하, 김재웅

CATHOLIC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교수 윤문수, 조용현(과장), 김세웅

조교수 손동완

교수 박용현, 황태곤

부교수 김준철(과장)

조교수 서성일, 홍성후

교수 강성학

부교수 한창희(과장)

조교수 이용석

부교수 조수연(과장)

조교수 김현우

교수 조대행

부교수 이충범(과장)

전임강사 하유신

교수 이동환

부교수 서홍진(과장)

부교수 이지열(과장)

전임강사 고준성

전임강사 김두배(과장)

조교수대우장 준

8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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