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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8년 5월 30일 (금) 저녁 7시반포에있는한국회관에서가톨릭의대비뇨기

과동문총회가성황리에개최되었습니다. 

이무연동문회장께서2007년5월부터2008년5월까지1년간비뇨기과동문회

를위해봉사해주셨고, 신명식신임동문회장께서앞으로비뇨기과동문회의

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기로하셨으며지난 1년간의동문회비의재무발표와

함께동문들의경조사및현황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 

이무연 전임동문회장께서는 비뇨기과 교실 발전기금 500만원, 동문회 발전

기금 500만원을쾌척해주셨습니다. 동문여러분의관심과도움에감사드리며

앞으로도많은참여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입회동문은6분으로, 김수진, 김수환, 이광배, 정윤석, 조강준, 최용선동

문입니다.

동문총회
CATHOLIC UNIVERSITY

13 CATHOLIC
UNIVERSITY

김두배, 김성대, 김세웅,

김수진, 김재식, 김재웅,

김진호, 서홍진, 손동완,

신명식, 이무연, 이상석,

이 재, 이용석, 이충범,

정기욱, 정성 , 조용현,

조혁진, 하유신, 한창희,

황태곤

참석자명단(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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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가톨릭 비뇨기과 국제 심포지움
CATHOLIC UNIVERSITY

2008년 6월 14일가톨릭의대의과학연구원에서제 10회가톨릭비뇨기과심

포지움이성황리에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결석과비뇨기복강경수술의최신경향이라는주제로국제적으로

본 분야에 큰 업적이 있으신 일본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의 Matsumoto교수, Fukuoka University의 Tanaka, Irie교수및중국 Sun Yat-

Sen University의 Jian Huang교수등을모시고내비뇨기과에대한최신지견을국

내외전문가들과함께토의하는자리를가졌습니다. 200여명각대학비뇨기과

교수, 전공의들이참석하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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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교수워크샵이 2008년 6월 28일 토요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이번워크샵에서는이승주교수의과민성방광에대한특강에이어고준성교

수의기존수요초독회개선방안, 조수연교수의전공의교육개선방안, 한창희

교수의교실논문및국내외학술대회연제발표현황및활성방안, 김세웅교수

의교실및개원동문간의학술교류및관계개선을주제로활발한토의가있었

습니다. 이어서손동완교수의심포지엄결산보고, 주임교수의총평이있었습

니다. 

2008년 비뇨기과 교수 워크샵 개최
CATHOLIC UNIVERSITY

13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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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교수님 정년 퇴임식
CATHOLIC UNIVERSITY

2008년 8월 27일그간활발한연구활동과후진양성을통하여비뇨기과학문

의발전에크게기여하신박용현교수님의명예로운퇴임식이서울팔레스호

텔스카이볼룸에서있었습니다. 

많은교수님들과동문들이참석하여박용현교수님의발자취와업적을다시

한번회고하며퇴임의아쉬움과축하를함께하는뜻깊은자리 습니다. 박용

현교수님의앞날에무궁한 광이있기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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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조용현주임교수는요로감염분야의논문인‘한

국의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Acute bacterial

prostatitis in Korea : clinical outcome, including

symptoms, management, microbiology and course of

disease)’의논문으로 SCI 등재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 2월호에게재하는등

상반기 4편의‘요로감염 관련’SCI급 논문을 집

필, 게재하셨습니다.

1. SCI 논문게재 (2008년도, 4편) 

1). Han CH, Yang CH, Sohn DW, Kim SW, Kang SH, Cho YH. Synergistic effect

between lycopene and ciprofloxacin on a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Int. J

Antimicrobial Agents. 102-107. vol. 31S. 2008 

2). Ha US, Kim ME, Kim CH, Shim BS, Han CH, Lee SD, Cho YH.

Immunostimulation with Escherichia coli extract: prevention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Int. J Antimicrobial Agents. 63-67. vol. 31S. 2008 

3). Min Eui Kim, U-Syn Ha, Young-Hyun Cho.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in

South Korea: a multi centre study in 2006. Int. J Antimicrobial Agents. S15-S18.

vol. 31S. 2008

4). U-Syn Ha, Min Eui Kim, Chul Sung Kim, Bong Suk Shim, Chang Hee Han, Sang

Don Lee, Young-Hyun Cho. Acute bacterial prostatitis in Korea: clinical outcome,

including symptoms, management, microbiology and course of disease. Int. J

Antimicrobial Agents. S96-S101. vol. 31S. 2008

2. 9차국제HIV/STI 심포지엄 (2008.08.28) : 좌장

학술 활동 업적
CATHOLIC UNIVERSITY

13 CATHOLIC
UNIVERSITY

조용현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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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업적
CATHOLIC UNIVERSITY

복강경수술시연

(2008.08.06 ~ 08.09, 중국길림대학)

학술상 수상

대한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제6차 학술대회

(2008.05.01, 건국대) 학술상수상

: Protective effects of cranberries on infection-induced

oxidative renal damage in a rabbit  model of vesico-

ureteric reflux. (BJU International, Vol.100, 1172-1175,

2007)

황태곤교수

한창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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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학위취득

2008년8월22일금요일가톨릭의과학연구원2층강당에서 석, 박사

학위수여식이있었습니다. 이날최아람동문께서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

인사

정년퇴임 박용현교수 (강남성모병원) 

근무지이동 하유신 (전임강사) : 성빈센트병원→강남성모병원

신규임용(5월) 이승주 (조교수) : 성빈센트병원

김상훈 (임상강사) : 성바오로병원

개원, 이전

최아람 :  인천부평세림병원비뇨기과장

동문경조사

2008년 4월 6일 정윤석동문 득녀

2008년 4월11일 배웅진동문 득남

2008년 4월18일 최현섭동문 득녀

2008년 5월 7일 김세웅동문 장모상

2008년 5월22일 최용선동문 결혼

2008년 6월 1일 윤문수동문 장녀결혼

2008년 6월 7일 황태곤동문 장남결혼

2008년 9월 6일 황태곤동문 장녀결혼

2008년10월26일 최항원동문 결혼

동문 소식
CATHOLIC UNIVERSITY

13 CATHOLIC
UNIVERSITY

성명 논문제목지도 교수

백서 발기신경손상 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인간중배엽줄기세포치료의 효과
최아람 김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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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가소식
CATHOLIC UNIVERSITY

○ 18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ECCMID)

·행사일 : 2008.04.19~04.22

·개최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

·참석자 : 조용현 주임교수

·발표내용: Anti-inflammatory Effect of Lycopen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 AUA (America ur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행사일 : 2008.05.17~05.22

·개최지 : 미국, Orlando

·참석자 : 황태곤 교수, 김준철 교수, 고준성 조교수

·발표내용

: Prevalence of Genital Mycoplasma Infection and Treatment

Efficacy in Women with Overactive Bladder Symptoms (김준

철 교수)

: The Effects of Human Muscle Derived Stem Cells on

Inductoin of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고준성 조교수)

○ 4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

·행사일 : 2008.07.05~07.08

·개최지 : 프랑스, 파리

·참석자 : 김준철 교수, 서홍진 부교수

· 발표내용 :

: The Role of Muscarinic Receptor Subtype on Detrusor

Overactivity Induced by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Rats

(김준철 교수)

: Mesh Division after Midurethral Sling Procedures in Femal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A Year Follow-up (서홍진 부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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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 The 3rd Greatwall international andrology Forum

·행사일 : 2008.08.16~08.20

·개최지 : 중국, Guangxi Guilin

·참석자 : 김세웅 교수

·발표내용

: The Effect of Mirodenafil on The Penile Erection and

Corpus Cavernosum in the Rat Model of Cavernosal Nerve

Injury

○제15차중국비뇨기과학회
·행사일 : 2008.09.18~09.21

·개최지 : 중국, 곤명

·참석자 : 조용현 주임교수

·발표내용 : Acute Bacterial Prostatitis in Korea

○ 25th Japan Korea uroloical congress

·행사일 : 2008.09.26~09.27

·개최지 : 일본 오카야마

·참석자 : 황태곤 교수, 조혁진 임상강사, 김성대 임상강사

·발표내용

: Lapara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 Single Center Experience (조혁진 임상강

사)

: Emergency URSL is More Effective Than SWL in Distal

Ureteral Stone (김성대 임상강사)

○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PPCS)

·행사일 : 2008.09.26~9.27

·개최지 : 대만

·참석자 : 김준철 교수, 이지열 부교수, 김현우 부교수, 이용석 부교수

·발표내용 :

: Underlying Mechanism of Detrusor Overactivity Following

Bladder Outlet Obstruction (김준철 교수)

: The Changes of Voiding Pattern after Mid-Urethral Sling

Operation(TVT-S, TVT-O, T-sling) (이지열 부교수, 이용석 부교수)

해외학회 참가소식
CATHOLIC UNIVERSITY

13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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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가소식
CATHOLIC UNIVERSITY

○ 9th Asian congress of urology

·행사일 : 2008.10.02~10.07

·개최지 : 인도, 뉴델리

·참석자 : 조용현 주임교수, 이승주 조교수, 김두배 조교수

·발표내용

: State of the Art Lecture of AAUS (조용현 주임교수-좌장)

: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에서 경구용 GMO-paclitaxel의 항암효과

및 독성 (김두배 조교수)

○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2008)

·행사일 : 2008.10.20~10.24

·개최지 : 이집트, 카이로

·참석자 : 이동환 교수, 김준철 교수, 이지열 부교수, 김수진 임상강사

· 발표내용

: Management of Voiding Difficulty Immediately after

Midurethral Sling Procedure in Femal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이동환 교수)

: Changes of Urinary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 E2 after Anticholinergic Treatment in Female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김준철 교수)

: A Clinical Guideline for Treatment of Female Voiding

Dysfunct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Phase IV Study

(이지열 부교수)

: The Influenece of Preoperative Bladder Outlet Obstruction

on Continence Rate and Satisfaction after Mid Urethral

Sling in Female Patients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김수진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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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8년 하반기 비뇨기과 수요 초독회 일정

13 CATHOLIC
UNIVERSITY

9월3일 : 남성& 불임 시간 : 오후5시30분 장소: 본관지하1층2회의실 김현우
R2 이현림 - 발기부전, 조루증, 남성갱년기의원인, 진단

R4 최항원 -  하부요로증상과남성의성기능

특강 : 발기부전치료의최신지견 - - - -  김세웅교수

9월17일 : 소아 시간 : 오후6시 장소: 본관지하1층2회의실 서홍진
R2 이동섭 - 소아왜소음경, 요도하열의진단과치료

R4 정진우 - 소아수신증의진단과치료

*Case 

10월1일 : Stone 시간: 오후6시 장소: 본관4층강당 이용석
R4 윤병일 - 요석의내과적이해

(Etiology, Epidemiology, and Pathogenesis ,Physicochemistry)

R4 김선욱 - 요석의내과적이해

(Mineral Metabolism, Pathogenesis of upper urinary tract calculi)

10월15일 : 요로감염 시간: 오후6시 장소: 본관4층강당 이승주
R3 이호재 - STD 및매독의진단과치료

R4 정조운 - CPS/CPPS의최근치료

외부연자 :  요로감염의최신지견 - - - -  조선의대김철성교수

11월5일 : 비뇨기종양 시간: 오후6시 장소: 본관4층강당 한창희
R2 배웅진 - surgical management of advanced RCC and complication of RCC 

R3 김희연 - chemotherapy and immunotherapy of adevanced RCC

* 외부연자 : 신장암의병리학적소견 - - - -  병리과최 진교수 (강남)

* Case 

11월19일 : 배뇨장애 시간: 오후5시30분 장소: 본관지하1층2회의실 김준철
R2 정무열 - 전립선비대증과요실금환자에서실질적인요역동학검사와판독

R3 이병희 - 전립선암수술후배뇨양상의변화와지속적요실금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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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4년차 전공의를 위한 Staff Lecture Schedule

일시 : 매월1회로서conference없는주금요일6시30분예정

장소 : 성바오로병원

시간 전공의 내용

3월 28일 김성대 교수 (성모) Male testosterone

4월 25일 하유신 교수 (강남) Male Infertility   

5월 30일 김효신 교수 (성가) Pediatric voiding dysfunction

방학

9월 고준성 교수 (성가) HRPC management 

10월 조혁진 교수 (강남) Female voiding dysfunction 

11월 이승주 교수 (성빈센트)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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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우장춘 여의도 의정부

손준호 강남 부천

최명선 강남 수원

김석주 의정부 강남

신태승 의정부 여의도

최진봉 수원 의정부

강세희 부천 강남

R2 이현림 강남 의정부 부천

배웅진 여의도 강남 수원

유제모 대전 부천 여의도

이동섭 의정부 여의도 강남

정무열 부평 수원 강남

R3 김성인 수원 강남 여의도

김희연 수원 의정부 여의도

이남석 여의도 강남 수원

이병희 바오로 여의도 강남

정문수 부천 여의도 강남

이호재 강남 수원 의정부

R4 김선욱 여의도 강남 여의도

최항원 강남 여의도 여의도

정조운 여의도 강남 강남

정진우 강남 의정부 강남

윤병일 의정부 여의도 의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