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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  직 
   

총 22명 

교수 7명, 부교수 2명, 조교수 5명 

임강사 6명, 임강사 우 1명 , 임상강사 1명 

1. 성모병원 : 2. 강남성모병원 : 

교수 --- 윤문수, 조용 (과장) 교수 --- 박용 , 황태곤(주임교수, 과장)

부교수  --- 김세웅 부교수 --- 김 철

임강사 --- 이승주 임강사 --- 서성일

임상강사 --- 임필빈

3. 의정부 성모병원 : 4. 성 바오로병원 : 

교수 --- 강성학(과장) 조교수 --- 조수연(과장)

조교수 --- 한창희 임강사 --- 김 우

임강사 --- 이용석

5. 성빈센트병원 : 6. 부평성모자애병원 : 

교수 --- 조 행 교수 --- 이동환

조교수 --- 이충범(과장) 조교수 --- 서홍진(과장)

임강사 --- 이윤보

7. 부천성가병원 : 8. 성모병원 :  

조교수 --- 이지열(과장) 임강사 --- 김두배(과장)

임강사 우 --- 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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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이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류기영 강   남 의정부

  유재석 강   남 부   평

  최현섭 여의도 부   천 바오로

  박덕진 의정부 여의도

  이준하 수   원 강   남

  석노성 부  평 여의도

양조환 바오로 부   천 강   남

R2 임재균 강   남 수   원 대   전

  김효신 여의도 대   전 수   원

  임승혁 부   천 의정부 여의도

  장  훈 수   원 여의도 강   남

R3 차승훈 대   전 강   남 여의도

  김상훈 부   평 바오로 강   남

  하유신 여의도 부  평 의정부

  선인철 강   남 여의도 부   천

R4 황보경 강   남

윤태경 강   남

이충현 여의도

장  준 여의도

곽경민 의정부

정지학 부   천

 전공의 (총 21명) 

1. 성  모 : R4 이충 , 장  , R3 김상훈, 하유신, R2 김효신, 임승 , R1 최 섭 

2. 강  남 : R4 윤태경, 황보경, R3 차승훈, R2 임재균, R1 류기 , 유재석 

3. 의정부 : R4 곽경민, R3 선인철, R1 박덕진 

4. 부  천 : R4 정지학 

5. 수  원 : R2 장  훈, R1 이 하 

6. 부  평 : R1 석노성 

 전공의 근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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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필 수 / 선 택 과  목  명 담 당 교 수

석   사
필수

필수

발기부 의 병태생리학

비뇨기감염학

김세웅

조용

박   사

필수

필수

필수

요로결석

비뇨기종양학

내비뇨기과학

황태곤

윤문수

황태곤

석․박사
선택

선택

비뇨기 역의 기세포

요로폐색

이지열

황태곤

Ⅱ. 학사 운

 대학원

1. 박사과정 : 김두배, 임필빈, 신창식, 이 보, 이승주, 이윤보, 이용석, 정찬의, 박왕진 

2. 석사과정 : 이충 , 곽경민, 장  , 선인철, 김동익, 유충헌, 임승 , 선인철, 김재웅, 김효신, 

하유신, 고 성 

3. 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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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 논문 지도교수

서홍진
방 암 세포주에서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한 
유 자치료

이동환

정찬의
방 암에서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의 방 내 
주입후 항암효과

윤문수

이승주
토끼에서 paclitaxel의 방 내 주입요법을 한 생체 착성 
약물 달체계

김세웅

이용석
Synergistic Effect Between Catechin and Ciprofloxacin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조용

저자 학위논문 지도교수

홍성후 립선암 치료를 한 홀뮴‐키토산 복합체 국소주입 김세웅

곽경민
토끼의 음경해면체 허 이 음경해면체 조직의 수축  이완과 
VEGF와 NOS 발 에 미치는 향

황태곤

장  
Cyclophosphamide 투여로 유발된 불안정 방 에서 
Cyclooxygenase‐2 억제제 방  내 주입의 효과

김 철

이충
Anticancer efficacy and toxicity of oral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 in C3H2 bladder cancer mice

김세웅

유충헌
The tumor suppressor protein (merlin) interacts with 
RalGDS and inhibits its activity

김세웅

  4. 학 취득

    - 박사 :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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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 학생 강의(의학과 3학년 1학기) 

날짜 교 시 단원명 담당교수

3월 3일 5  총론(Anatomy, Embryology)  강성학

6  총론(Symptoms of disorder of GU tract Physical 

examamination of GU tract) 

김 우

3월 10일 5  총론(Laboratory & Radiologic Exam. of GU tract) 한창희

6  총론(Interventional & Radionuclide imaging, 

instrumentation) 

이충범

3월 17일 5  요로폐색(Urinary obstruction & stasis)  황태곤

6  요로결석(Urinary stone disease)  조수연

3월 24일 5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조 행

6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서홍진

3월 31일 5  비뇨생식기 감염(GU tract infection)  서성일

6  배뇨장애(Voiding dysfunction, Neurogenic bladder) 김 철

4월 7일 5  남성불임, 남성성기능장애(Infertility & Impotence) 김세웅

6  비뇨생식기 손상(Injury of GU tract) 이지열

4월 14일 5  비뇨생식기 종양(Urothelial tumor) 윤문수

　 6  비뇨생식기 종양(Other Urologic tumor)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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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업

 기초

자 논문제목 게재지

윤태경, 이승주 
조용

신우신염 흰쥐모델에서 비타민A와 항생제 
병용투여시 신염증 억제효과

한비뇨기과
학회지

김 철, 김두배
서성일, 박용
황태곤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 교정 후 코넥신의 발 이 
불안정방 에 미치는 향

한비뇨기과
학회지

곽경민, 서성일
황태곤

단기간의 고콜 스테롤 증이 토끼의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향

한비뇨기과
학회지

Jung Yeon Lim
Hongtae Kim
Young Hoon Kim
Sae Woong Kim
Pil Woo Huh
Kweon Haeng Lee
Sin Soo Jeon
Hyoung Kyun Rha

Joon Ki Kang

Merlin suppresses the SRE‐dependent transcription
by inhibiting the activation of Ras‐ERK pathway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Ji Hye Hwang
Soon Hong Yuk
Jin Ho Lee
Won Suk Lyoo
Sung‐Ho Ghil
Sang Sub Lee
In Gu Khang
Soon‐Young Paik
Ji Youl Lee

Isolation of Muscle Derived Stem Cells
from Rat and Its Smooth Muscle Differentiation

Molecules 
and Cells

Won Seok Lyoo
Chan Sik Park
Joon Ho Kim
Han Do Ghim
Ji Youl Lee
Jinwon Lee
Chul Joo Lee

Synthesis of Syndiotacticity‐Rich High Molecular
Weight Poly(vinyl alcohol) by Suspension
Polymerization of Vinyl Pivalate and Saponification.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Won Seok Lyoo
Jeong Hyun Yeum

Han Do Ghim
Sam Soo Kim
Joon Ho Kim
Ji Youl Lee
Jinwon Lee

Preparation of Water‐Soluble Syndiotacticity‐Rich
High Molecular Weight Poly(vinyl alcohol) 
Microfibrillar Fibers Using Copolymerization
of Vinyl Pivalate and Vinyl Acetate and 
Saponification.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Won Seok Lyoo
Seok Kyun Noh
Joon Ho Kim
Jinwon Lee
Han Do Ghim
Ji Youl Lee

Preparation of High Molecular Weight Poly
(N‐vinylcarbazole) by Photo‐Induced Low
Temperature Solution Polymerization of 
N‐Vinylcarbazole in 1,1,2,2‐Tetrachlo‐roethane.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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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Keun Sang Oh
Sung Kyun Han
Young Whan Choi
Jin Ho Lee
Ji Youl Lee
Soon Hong Yuk

Hydrogen‐bonded polymer gel and its application
as a temperature‐sensitive drug delivery system

Biomaterials

Cannon TW
Ji Youl Lee
Somogyi G
Pruchnic R
Smith CP
Huard J
Chancellor MB

Improved sphincter contractility after allogenic
muscle‐derived progenitor cell injection
into the denervated rat urethra.
　

Urology
　

Seo Seong Il, 
Seung‐Ju Lee, 
Joon Chul Kim,
Yeong‐Jin Choi
Sae‐Woong Kim
Tae‐Kon Hwang
Yong‐Hyun Cho

Effects of androgen deprivation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in an rat model

BLACKWELL 
SCIENCE ASIA

 임상

자 논문제목 게재지

이승주, 조용
김법완, 이정구
정세일, 이상돈
이상은, 김민의
최 득, 임정식
심 석, 조인래
류수방, 김철성
김원재, 이춘용

여성 성단순성방 염의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감수성의 다기  임상조사

한비뇨기과
학회지

김 우, 서성일
고 성, 정지학
이지열

립선비 증 환자에서 과민성방 의 빈도 
이들 환자에서 알 차단제 단독투여  
Tolterodine의 병용투여의 효과

한비뇨기과
학회지

황보경, 서성일
김 철, 황태곤

후복막강경을 이용한 신우성형술 한비뇨기과
학회지

이충 , 서성일
김 철, 황태곤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 한비뇨기과
학회지

김상훈, 서성일
황태곤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근치  신 제술과
후복막강경하 근치  신 제술의 비교

한비뇨기과
학회지

임재균, 김 철
서성일, 박용
황태곤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의
방 출구폐색

한비뇨기과
학회지



CUMC 8

자 논문제목 게재지

정지학, 이승주
김 우, 조수연
김세웅, 이충범
강성학, 조용
조 행, 윤문수

진행성 요로상피암에서 Gemcitabine과
Cisplatin 병합 화학요법의 효과와 독성

한비뇨기과
학회지

한창희, 조수연
강성학

소아 성신우신염에서 나이에 따른
방사선학  검사 소견

한비뇨기과
학회지

장  , 김 철
황태곤

과민성 방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요내 
prostaglandin의 변화

한비뇨기과
학회지

고 성, 이충범
서홍진, 이윤보
조 행, 이지열

국소 으로 진행된 립선암 환자에서
Bicalutamide 단독치료의 효과

한비뇨기과
학회지

김세철, 김 성
김수웅, 김장환
김제종, 문기학
박 성, 박남철
박종 , 박
박홍석, 박해
백재승, 서경근
서성일, 서 규
손인철, 신 진
안태 , 윤창
이성원, 이원철
정경우, 최형기
홍 , 황태곤

한국의 남성 발기부  환자에서 '티엠주'(스텐드로)의
음경해면체 내 주사의 유효성과 안 성 평가를 한
다기  공개 임상 시험

한비뇨기과
학회지

임재균, 황보경
서성일, 김 철
황태곤

복강경을 이용한 비뇨기과  수술의 합병증
: 단일기 에서의 265증례경험

한Endourology
학회지

이동환, 서홍진 립선비 증 환자에서 성요폐의 재발 측인자로서
방 내압측정의 유용성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김세웅, 김상훈
이충 , 이승주
조용 , 윤문수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에서 체외자기장요법 
치료 효과

한남성과학회지

김 옥, 한창희
신옥란, 윤정민
신석 , 장윤경
윤선애, 양철우
진동찬, 김용수
김석 , 장윤식
방병기

장기 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신세포암의 임상  특성 한신장학회지

차승훈, 김 철
박은 , 서성일
박용 , 황태곤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남성 환자에서 요내
Prostaglandin의 변화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이수림, 정승은
임연수, 이재문
이지열, 윤문수
한성태

정 방 재건술: 수술후 산화단층촬 의 
정상 소견 합병증과 진단의 함정

한방사선
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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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자 논문제목 게재지

윤태경, 서성일
김 철, 박용
황태곤

복강경을 이용한 외상성 복강내 방 열의 치료 한비뇨기과
학회지

장   , 강성학
이용석, 곽경민
선인철, 이진우
한창희

남성가성반음양 환자에서 S결장을 이용한
신질성형술을 이용한 신질성형술
　

한비뇨기과
학회지
　

임승 , 양조환
정지학, 고 성
이지열

고환외부에 발생한 음낭내 표피양낭종 한비뇨기과
학회지

이경욱, 채정호
이승주, 김세웅
박원명, 태연
김 수

Hinman 증후군(비신경인성 신경인성 방 ) 1 신경정신의학

장  훈, 이윤보
이충범, 조 행

방 요 역류를 동반한 융합이 없는 교차성 신 한비뇨기과
학회지

Young Ok Kim
Chang Hee Han
Ku Young Mi
Kim Ki‐Jo
Kim Mee Kyung
Sun Ae Yoon
Chul Woo Yang
Yoon Sik Chang
Byung Kee Bang

Minimally dilated obstructive nephropathy initially 
suspected as prerenal azotemia in a kidney donor 
with volume deplet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저서

자 논문제목 게재지

김세웅 남성과학 군자출 사

김세웅 유로트 드 Medical Observer

김세웅 건강한 성 행복한 삶 메디메디코리아

강성학 등 감염 리지침서

김 철, 이동환
이유식, 이지열
조 행 등

배뇨장애와 요실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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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

연구제목 연구자 지원기 수혜액

과민성방 에서 cyclooxygenase 2 inhibitor의 
치료효과

김 철 한국학술진흥재단 25,202,000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쥐에서 catechin의 항
염 효과

강성학 사노피 신데라보코리아 9,000,000 

흰쥐 가자미 근에서 근육 기세포의 분리  동정 이지열 사노피 신데라보코리아 18,000,000 

세균성 신우신염을 한 실험동물모델의 개발 조용 사노피 신데라보코리아 22,000,000 

흰쥐에서 불안정방  유발 후 Cyclooxygenase‐
2 inhibitor의 방  내 주입에 따른 치료 효과  
기 연구

황태곤 사노피 신데라보코리아 40,000,000 

생식기 임균 감염의 병태생리 연구를 한 실험동
물모델

이승주 아주약품공업(주) 5,000,000 

방 염 모델 생쥐에서 Uro‐Vaxom의 효과 조용 아주약품공업(주) 20,000,000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주에서 Catechin의 항
염 효과 연구

조용 태평양 20,000,000 

립선 질환에서 립선 결석의 임상  의의 조용 한국야마노우 주식회사 5,000,000 

한민국 학생을 상으로 한 클라미디아  임
균 감염 유병율 조사와 성생활 유형에 따른 감염 

험도 조사
조용 한국화이자제약(주) 29,673,750 

립성비 증 환자에서 과민성방 의 빈도  a 
blocker 단독 투여  Tolterodine과 병용투여의 
효과

이지열 화이자(미국) 55,3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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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회활동

 국내

회명 연제 발표자

한비뇨기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 회

HT‐1376 방 암세포주에서 P53 함유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 자 치료

이지열, 서홍진 
고 성, 이동환 
백순

MBT‐2 방 암세포주에서 Herpes Simplex Virus
(HSV)‐TK 함유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 자 치료

서홍진, 이동환 
이지열, 고 성 
백순

방 암에서 경구용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 제형의 항암효과  독성

이충 , 이승주 
김세웅, 조용  
윤문수

립선암에서 Holmium‐Chitosan 복합체의 실험연구 홍성후, 이승주 
김세웅, 조용  
윤문수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 이충 , 임필빈 
서성일, 김 철 
황태곤

경요도 정낭내시경술을 통한 정액증의 진단과 치료 차승훈, 서성일 
임필빈, 김 철 
박용 , 황태곤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 출술과 개복하
공여신 출술의 비교

서성일, 임필빈 
김 철, 박용  
황태곤

복강경하 근치  방 출술  체외
회장요로 환술의 기 경험

임필빈, 서성일 
김 철, 박용  
황태곤

립선비 증에 따른 방 출구폐색 환자에서
connexin의 변화가 배뇨근 과활동성에 미치는 향

김 철, 임필빈 
서성일, 박용  
황태곤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남성환자의 요역동학검사소견
 술  검사소견이 경요도 립선 제술의 결과에

미치는 향

임재균, 김 철 
임필빈, 서성일 
박용 , 황태곤

후복막강경을 이용한 신우성형술 황보경, 임필빈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강경을 이용한 비뇨기과  수술의 합병증 임재균, 황보경 
임필빈, 서성일 
김 철, 황태곤

공여신 출술  신 조 술  CT  조 술의
정확도 비교

차승훈, 윤태경 
서성일, 임필빈 
김 철, 박용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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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한비뇨기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 회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근치  신 제술과
후복막강경하 근치  신 제술의 비교

김상훈, 서성일 
임필빈, 김 철 
박용 , 황태곤

Finasteride로 치료받은 립선 비 증에서 bFGF와
TGF‐b의 발 의 변화

임필빈, 서성일 
김 철, 박용  
황태곤

Cyclophosphamide 투여로 유발된 불안정방 에서
cyclooxygenase‐2억제제 방 내 주입의 효과

장  , 김 철 
이윤보, 서성일 
황태곤

인슐린비의존성 당뇨쥐에서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억제제의 투여가 당뇨병성 방 병증에
미치는 향

김 철, 임필빈 
서성일, 박용  
황태곤

복부 동맥 부분 결찰과 고콜 스테롤 식이를 통해
유발된 허 이 토끼의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향

곽경민, 서성일 
김 우, 김세웅 
김 철, 황태곤

여성 복압성 요실  환자에서 사체 퇴근막 편을
이용한 슬링수술

장  훈, 이윤보 
한창희, 이충범 
조 행

비뇨기과 수련병원에서의 복강경수술  내비뇨시술
통계조사사업 결과보고

임 정, 신재욱 
황균, 김 회 

문 태, 박 요 
양상국, 윤상진 
이규성, 성수 
이정주, 이춘용 
김선일, 임정식 
황태곤

여성 성단순성방 염의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감수성의 다기  임상조사

이승주, 조용  
김법완, 이정구 
정세일, 이상돈 
이상은, 김민의 
최 득, 임정식 
심 석, 조인래 
류수방, 김철성 
김원재, 이춘용

국내 학생들의 클라미디아와 임균감염의 유병율
조사  성생활에 따른 험인자 분석

이승주, 하유신 
김세웅, 조용  
윤문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는 가출 청소년들의
클라미디아와 임균감염의 유병율 조사  험인자
분석

이승주, 조용  
이정구, 김민의 
심 석, 조인래 
정재일, 김철성

요실  치료제로 근육 기세포/PCL particle 복합
생체재료

이지열, 고 성
백순 , 길성호
이상섭, 육순홍
이진호

근육 기세포/ Alginate 복합 생체재료 이지열, 고 성 
백순 , 길성호 
이상섭, 육순홍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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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한비뇨기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 회

좌측신정맥내스텐트삽입술에 의한 호두까기 증후군의
치료

임승 , 정지학
고 성, 이지열

Long‐term effects of antibiotic‐coated Foley
catheter on bacterial biofilm formations.

이지열, 고 성
백경란, 황지혜
정희태, 송소연
이미혜, 이상섭

카테터 련 요로감염에서 바이오필름내의 박테리아
분포와 Quorum sensing 련 유 자

이지열, 고 성
백경란, 황지혜
정희태, 송소연
이미혜, 이상섭

Muscle Derived stem cell (MDSC) isolation from Rat
and its Smooth muscle differentiation

이지열, 고 성
백순 , 길성호
이상섭, 육순홍
이진호

여성 과민성방  환자군와 정상 조군에서의 성기능 장애의 비
교

김 우, 고 성
조수연, 윤수정
최보문, 이지열

한비뇨기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 회 공의 
연수강좌

Rational antibiotic therapy and catheter 
management 

조용  

남성학 김 우

공의 연수교육, 요로감염학 이승주

한비뇨기종양 학회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 이충 , 서성일
김 철, 황태곤

복강경하 근치  방 출술 
체외회장요로 환술의 기경험

황태곤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근치  신 제술과
후복막강경하 근치  신 제술의 비교

김상훈, 서성일
황태곤

한요로생식기 감염
학회 추계학술 회

립선결석이 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만성 립선염
Category IIIa) 환자의 치료효과에 미치는 향

하유신, 이승주
김세웅, 조용
윤문수

제16차
한소아비뇨기과학

회 학술 회

소아 성신우신염에서 나이에 따른 방사선학  검사
소견

한창희, 이용석
강성학

한남성과학회 20
차 학술 회

연제발표 1부 김세웅

제10차 한
endourology학회

복강경을 이용한 비뇨기과  수술의 합병증 임재균, 황보경
서성일, 김 철
황태곤

순수복강경하 생체공여신 출술과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생체공여신 출술의 목의
유용성: 기경험

임필빈, 서성일
김 철, 박용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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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립선비 증에 의한 성요폐에서
재발 측인자로서의 방 내압측정의 가치.

이동환

배뇨근과활동성에 한 cyclooxygenase‐2 억제제
방 내 주입의 효과

이윤보, 장  
서성일, 황태곤
김 철

여성 요실 과 동반된 방 류 환자에서
GyneMesh를 이용한 치료법

고 성, 이지열

여성 요실  환자에서 원 부, 간부, 근 부 요도
 방 에서의 온도변화

고 성, 이승주
이지열

제3회
한국FES(functio‐
nal electric
stimulation)학회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의 기자극치료 손병철, 이상원
고 진, 김 성
김 철, 문동언
주진덕, 인장
강유진

2003년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Federation
of Kor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Analysis of Biofilm and Mechanism of Quorum
sensing to develop New Preventive strategies 
(II. The analysis of bacterial Distribution and of
mRNA related Quorum Sensing with Insertion time)

송소연, 백경란
이지열, 이상섭

한국평활근학회 학술
회

방 출구폐색 교정 후 Connexin의 발 이
불안정방 에 미치는 향

김 철, 김두배
서성일, 황태곤

한가정의학회 추계
학술 회

만성질환을 동반한 발기부 의 치료 김세웅

한신경외과학회
제43차
추계학술 회

A new area of neuromodulation: sacral nerve
stimulation for urinary frequency‐urgency/pelvic
pain syndrome

손병철, 김 철
이상원, 성재훈
홍재택, 최 철

한국조직공학회 근육 기세포의 평활근으로의 분화  요실
치료에의 응용

이지열, 강인구
백순 , 이정우
이혜정, 이상섭
오세행, 육순홍
이진호

요실  치료를 한 주사제형 근육 기세포/고분자
복합 생체재료의 개발

오세행, 김진경
이지열, 백순
이정우, 이혜정
이상섭, 육순홍
이진호

한국고분자학회 Preparation of PCL Particle‐Loaded PLGA as
injectable Bulking Agent

오세행, 육순홍
이지열, 이진호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Ketoprofen‐
loaded high Molecular Weight Atactic Poly(vinyl
alcohol) Nanoparticles.

임 주, 최한곤
김정애, 용철순
이지열, 류원석

Cell adhesion and growth behavior on electrospun 
nanofibrous sheets. 

조상호, 오세행
이지열, 이근형

김학용,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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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회명 논문제목 발표자

17th congress of 
Japanese society 
of endourology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Tae‐Kon Hwang, 
Seo Seong Il,
Lee Choong Hyun, 
Joon Chul Kim

Laparoscopic pyeloplasty (dismembered) Tae‐Kon Hwang

Comparison of hand assisted laparoscopic and
open donor nephrectomy: A single center 
experience from South Korea

Tae‐Kon Hwang, 
Seo Seong Il,
Hwangbo Kyung, 
Joon Chul Kim

1st Asian
UTI/STD Forum

Introduction of KAUTI & current trends of STDs in 
Korea

Yong‐Hyun Cho

Screening of genital Chlamydia and gonorrhea in
urine specimens form male and female students in
Korea

Seung‐Ju Lee

A comparative multicenter study on the incidence of 
catheter associated UTI between nitrofurazone‐
coated and silicone catheter

Seung‐Ju Lee

1st workshop in
endourology

Ureteroscopic surgery Tae‐Kon Hwang

2003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Analysis of Biofilm in Indwelling Foley Catheter and 
Mechanism of Quorum Sensing to Develop New 
Preventive Strategies.

Soyoun Song,
Jungun Kim,
Jinho Lee, 
Soonhong Yuk,
Kyongran Peck, 
Ji Youl Lee,
Sangseob Lee

2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Chemotherapy

Efficacy and toxicity of gemcitabine plus cisplatin 
chemotherapy in advanced urothelial cancer

Yong‐Hyun Cho, 
Seung‐Ju Lee,
Sae‐Woong Kim,
Moon‐Soo Yoon

2st workshop in
endourology

Introduction to laparoscopic surgery Tae‐Kon Hwang

2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Chemotherapy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in South Korea: Multicenter study in
2002

Yong‐Hyun Cho, 
Seung‐Ju Lee

2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Erectile and Sex

Effects of ischemia on endothelial cell dependant
relaxation and expressions of VEGF in rabbit corpus 
cavernosum

Seo Seong Il,
Hyun‐Woo Kim,
Joon Chul Kim,
Sae‐Woong Kim,
Tae‐Kon Hwang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Long‐term effects of antibiotic‐coated Foley 
catheter on bacterial biofilm formations. 

K, Peck, 
So Youn Song, 
Ji Youl Lee, 
Sang Sub Lee, 
W Oh ,J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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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논문제목 발표자

8th Pacific
Polymer 
Conference

PCL particle‐loaded PLGA as injectable bulking 
agent.

Se Heang Oh,
Soon Hong Yuk,
Ji Youl Lee, 
Jin Ho Lee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AUA)

Identifying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with overactive bladder and determining 
the efficacy of combination therapy with alpha 
blocker and tolterodine.

Ji Youl Lee,
Koh jun sung,
Jung Ji Hake

Asia pacific
society for sexual 
and impotence
rese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func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r evaluating for cerebral centers 
of sexual arousal response

김세웅, 서성일,
김 우, 이승주,
조용 , 윤문수

제51회
일본화학요법학회일
본지부총회

Korean Association of Urogenital Tract
Infection(KAUTI) and STD in Korea

Yong‐Hyun Cho

EAU Intravesical therapy with paclitaxel‐loaded lipid 
nanoparticle on experimental bladder cancer: in vivo 
and in vitro study

Sae‐Woong Kim, 
Seung‐Ju Lee,
Yong‐Hyun Cho,
Moon‐Soo Yoon

한일비뇨기과학회 Retroperitoneoscopic pyeloplasty Hwangbo Kyung,
Seo Seong Il,
Joon Chul Kim,
Tae‐Kon Hwang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30 cases
experience in korea

Tae‐Kon Hwang,
Seo Seong Il,
Lee Choong Hyun, 
Joon Chul Kim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female patients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

Im Jae Gyun,
Joon Chul Kim,
Seo Seong Il,
Y o n g ‐ H y u n 
Park,
Tae‐Kon Hwang

Controlled 
Release 
Society(The 30th)

Preparation of ketoprofen‐loaded high molecular 
weight atatic poly(vinyl alcohol) nanoparticles.

W‐Lyoo, C Park,
B Lim, H Lim,
J Kim, C Yong, 
Ji Youl Lee

Preparation of syndiotactic poly(vinyl alcohol)/
bovine serum albumin hydrogel 
for drug delivery system.

W‐Lyoo, J Park,
H Ghim, H Ghim,
B Ji, J Kim,
Ji Youl Lee

ESSM Functional MRI of cerebral area associated with 
visual sexual stimulation

김세웅, 서성일,
김 우, 이승주,
조용 , 윤문수

The 1st workshop 
in endourology

Intracorporeal lithotripsy Tae‐Kon Hwang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meeting

Changes of urinary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s in male patients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

Joon Chul Kim,
Im Pil Bin,
Seo Seong Il,
Yong Hyun Park, 
Tae Ko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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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논문제목 발표자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meeting

Effects of interferon‐gamma on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1 expression in the partially obstructed 
urinary bladder of rat

Dae Kyung Kim, 
Joon Chul Kim, 
Kwang Myung Kim

Joint Meeting of 
The 5th Asia
Pacific Association

Age‐related radiologic imaging in children with 
acute pyelonephritis

Chang‐Hee Han,
Su‐Yeon Cho,
Hong‐Jin Suh,
Lee Yong Seok,
Sung‐Hak Kang,
Dae‐Haeng Cho

Epididymal anomalies associated with patent
processus vaginalis in hydrocele and
cryptorchidism

Chang‐Hee Han, 
Su‐Yeon Cho,
Hong‐Jin Suh, 
Lee Yong Seok,
Sung‐Hak Kang,
Dae‐Haeng Cho

Session V : Voiding dysfunction & Enuresis 1 Hong Jin Suh
(좌장)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 
SWL

Comparison of hand assisted laparoscopic and open 
donor nephrectomy: a single center experience from 
South Korea

Tae‐Kon Hwang, 
Seo Seong Il,
Hwangbo Kyung,
Joon Chul Kim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early experience 
in Korea

Tae‐Kon Hwang, 
Seo Seong Il, 
Lee Choong Hyun, 
Joon Chul Kim

Urology Speciality 
Society Meetings 
of AUA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in 
South Korea: A multicenter study in 2002

Seung‐Ju Lee,
Yong‐Hyun Cho,
Min Eui Kim, 
Chul Sung Kim, 
Jeong Gu Lee,
Bong Suk Sim, 
In Rae Cho, 
Sang Don Lee



CUMC 18

 심포지움 발표

학회명 논문제목 발표자

한비뇨기과학회  만성 립선염의 진단 김세웅

제55차춘계학술 회 VUR의 진단 서홍진

만성 립선염/골반통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조용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 황태곤

Intracorporeal lithotripsy 서성일

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추계학술 회

Genital infections caused by Chlamydia 
trachomatis

이승주

한임상 양학회 
추계학술 회

립선 질환의 미네랄 요법 조용

부산지방남성과학회 47차 
학술 회

만성 립선염의 새로운 진단기법 김세웅

제2차 기세포  
생체재료 심포지움

근육 기세포 이지열

제4회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
원 심포지움

Endourology update, laparoscopic surgery 서성일

제5회 가톨릭 Vesicoureteral Reflux 조수연

비뇨기과 심포지움 Cystic Renal Disease in Childhood 서홍진

Pathophysiology of Antenatal Hydronephrosis 한창희

한 배뇨장애  
요실 학회

Nicotinic agonist in the urinary bladder 이동환(좌장)

비뇨기과 심포지움 만성질환을 동반한 발기부 김세웅

제6차 한비뇨기과 
개원의 의회 학술 회

만성 립선염의 치료 조용

제7회 가톨릭의  Medical treatment in BPH 서성일

비뇨기과 동문학술 회 CV Risk and ED 김세웅

OAB Treatment & Management 김 철

2004 Winter Bladder 
Consensus Meeting

Role of Azithromycin in Genitourinary Tract 
Infection

이승주

Korean ED Expert 
Meeting

The case of psychogenic ED 김세웅

EMU 2003 Impact of treatment of BPH on erectile 
dysfunction

김세웅

가톨릭 학교 강남성모병원 
내과학 연수강좌

남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의 최신경향 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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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상 수상

학회명 제목 수상자

한비뇨기과학회 
제 55차
춘계학술 회
(기 부문 장려상)

수컷 쥐 요도의 해부학  특징  편 형태에 따른 
요도 약근의 수축력 비교

정웅교, 조수연
이지열

한국조직공학회 학술 회
(우수논문상)

근육 기세포의 평활근으로의 분화  요실  치료에의 
응용

이지열, 강인구
백순 , 이정우
이혜정, 이상섭
오세행, 육순홍
이진호

한국미생물학회
(우수포스터논문상)

Analysis of biofilm in indwelling foley catheter 
and mechanism of quorum sensing to develop 
new preventive strategies (I.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acteria causing 
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from 
biofilm in Foley catheter) 

송소연, 김 은
이진호, 육순홍
백경란, 이지열
이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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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실 학술 활동

 교실 Conference

  - 1학기 : 

Date Title Contents Speaker

3월 5일

Staff Lecture Vaginal prolapse 이지열

Resident Reading Lesson 23 The diagnosis and.. Part I R4 이충

Lesson 24 The diagnosis and.. Part II R3 차승훈

회식 

3월 19일

Foreign Lecture Genitourinary trauma 변재

Resident Reading Lesson 25 Laparoscopic Renal, Part I R4 윤태경

Lesson 26 Laparoscopic Renal, Part II R3 선인철

X‐ray Reading 강남, 부천 　

4월 2일

Staff Lecture Ectopic ureter and ureterocele 한창희 

Resident Reading Lesson 27 Primary retroperitoneal... R4 곽경민

Lesson 29 Peyronie's disease R3 하유신

X‐ray Reading 의정부, 바오로 　

4월 18~19일 춘계비뇨기과학회

4월 30일

Foreign Lecture Impotence 이성원

Resident Reading Lesson 30 Evaluation and management  R4 정지학

Lesson 31 Role of nephrectomy in.. R3 김상훈

X‐ray Reading 수원, 　

5월 14일

Staff Lecture Overview of OAB 김 철

Resident Reading Lesson 32 The integration of surgery a R4 장  

Lesson 33 Penile cancer.. R2 임재균

동문총회

6월 4일

Foreign Lecture Orthotopic bladder substitute 안한종

Resident Reading Lesson 34 Long term Follow‐up of R4 황보경

Lesson 35 Pediatric percutaneous.. R2 임승

X‐ray Reading 여의도, 부평 　

6월 18일 Staff Lecture Congenital GU tract anomalies 서홍진

Resident Reading Lesson 36 The use and misuse of.. R3 차승훈

Lesson 37 Male infertility best… R2 김효신

X‐ray Reading 강남, 부천

7월 2일

Foreign Lecture Chronic pelvic pain in women 주명수

Resident Reading Lesson 38 Acute pyelonephritis in.. R3 선인철

Lesson 39 Urologic problems in... R2 장  훈

X‐ray Reading 의정부, 바오로 　

7월 16일
Case conference

회식

Resident reading : AUA update 2002 XXI‐Part II  
Case conference : 2002.12.01 ‐ 2003.07.13 퇴원기 . 형식은 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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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

Date Title Contents Speaker

9월 3일

Staff Lecture Female sexual dysfunction 임필빈

Resident Reading Lesson 1 Management of the.. R3 하유신

Lesson 2 New therapeutic strategies.. R2 임재균 

X‐ray Reading 여의도, 부평 

9월 17일

Guest Lecture Prostate tumor 임상병리 

Resident Reading Lesson 3 Chemotherapy for androgen.. R3 김상훈 

Lesson 4 Advances in pediatric.. R2 임승  

X‐ray Reading 강남, 부천 　

10월 1일

Staff Lecture 고 성 

Resident Reading Lesson 5 Intersex Part‐I R3 차승훈 

Lesson 6 Intersex Part‐II R2 김효신 

회식 (박사축하모임)

10월 15일

Guest Lecture Infection 김민의

Resident Reading Lesson 7 Transsexualism for the.. R3 선인철 

Lesson 8 Myelomeningocele in.. R2 장 훈 

X‐ray Reading 의정부, 바오로 　

10월 29일 Guest Lecture Endourology 김 회

Resident Reading Lesson 9 Electrical stimulation and.. R3 하유신 

Lesson 10 Tension free vaginal tape.. R2 임재균 

X‐ray Reading 수원, 

11월 19일

Staff Lecture 　 김두배

Resident Reading Lesson 12 Laser therapy for benign.. R3 김상훈 

Lesson 13 The diagnosis and.. R2 임승  

X‐ray Reading 여의도, 부평 　

12월 3일
Case conference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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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비뇨기과 동문 학술대회

주 제 연자 좌장

비뇨기과 역에서의 체의학의 이용 김학술 동문회장 황태곤 주임교수

Cardiovascular Disease and Erectile Dysfunction 김세웅 부 교 수 김학술 동문회장

Medical Treatment in BPH 서성일 임강사 김학술 동문회장

OAB Treatment & Management 김 철 부 교 수 김학술 동문회장

2003년 교실 황 황태곤 주임교수 

 Staff Workshop

일시  장소 2003년6월 28~29일   제주 그랜드 호텔 　

토의내용 1. BPH 환자에서 Tamsulosin 과 BUP 4의 병용요법의 효과 이지열 조교수

2. 총무보고 김 철 부교수

3. 교수 연구업 이승주 임강사

4. 자유토론 김 철 부교수

　 5. 맺음말 황태곤 교수

 제5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

주제 : 소아비뇨기과학 

일시 : 2003년 6월 14일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

연 제 연 자

Pathophysiology of Fetal Hydronephrosis 한창희 가톨릭의  

산  수신증의 진단 이상돈 부산의  

Antenatal Hydronephrosis : Intervention 김건석 울산의  

Complete Primary Repair of Exstrophy Richard Grady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Usefulness of Temporary Cutaneous Loop Ureterostomy for 
Massively Dilated Upper Urinary Tract in Young Children

Kazuhiro 
Oshima and 
Yuichi 
Nakashima

Fukuoka 
University, 
Japan

Posterior Urethral Valves: Can the The Bladder Heal? Richard Grady

Vesicoureteral Reflux 조수연 가톨릭의  

신우요 이행부 착과 요 방 이행부 착의 생후 리 한상원 연세의  

복기형(Duplication): Postnatal evaluation and 
management 박 성균 의  

Cystic Renal Disease in Childhood 서홍진 가톨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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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료

 외래환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계

성모병원
진 194 200 213 195 236 218 225 240 210 227 245 236 2639

재진 1246 1300 1243 1304 1346 1440 1379 1484 1412 1613 1432 1369 16568

합계 1440 1500 1456 1499 1582 1658 1604 1724 1622 1840 1677 1605 19207

강남성모병원
진 342 312 303 308 342 341 303 354 347 374 392 380 4098

재진 1445 1515 1379 1466 1486 1573 1420 1497 1439 1772 1560 1708 18260

합계 1787 1827 1682 1774 1828 1914 1723 1851 1786 2146 1952 2088 22358

  

의정부 성모병원
진 320 294 328 334 350 354 305 307 325 361 413 374 4065

재진 1,225 1,255 1,160 1,176 1,302 1,301 1,212 1,261 1,181 1,344 1,333 1,333 15,083 

합계 1,545 1,549 1,488 1,510 1,652 1,655 1,517 1,568 1,506 1,705 1,746 1,707 19148

성 바오로 병원
진 195 172 192 206 219 205 175 187 197 215 216 194 2373

재진 732 664 732 783 773 728 672 736 739 901 826 815 9101

합계 927 836 924 989 992 933 847 923 936 1116 1041 1010 11474

성모자애병원
진 210 203 211 233 229 232 198 209 200 232 207 193 2557

재진 754 771 744 788 828 903 826 908 802 927 895 804 9950

합계 964 974 955 1021 1017 1135 1024 1117 1002 1159 1102 997 12507

성가병원
진 290 268 300 316 353 399 351 324 324 384 387 373 4069

재진 815 687 809 807 896 924 815 875 792 873 821 825 9959

합계 1105 955 1109 1123 1249 1323 1166 1199 1116 1277 1208 1198 14028

성 빈센트 병원
진 340 353 314 348 309 375 330 365 329 427 391 359 4240

재진 1472 1489 1297 1367 1418 1480 1292 1421 1290 1555 1587 1479 17147

합계 1812 1842 1611 1715 1727 1855 1622 1786 1619 1982 1978 1838 21387

성모병원
진 163 139 155 154 200 169 175 184 174 209 220 198 2140

재진 463 423 448 437 506 481 468 529 442 511 493 466 5667

합계 626 562 603 591 706 650 643 713 616 720 713 664 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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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계

성모병원

49 58 62 52 59 53 44 53 41 51 56 63 641

강남성모병원

71 60 61 52 52 78 65 65 57 59 58 81 759

의정부 성모병원

87 69 68 73 66 76 57 66 52 63 79 79 835

성 바오로 병원

55 49 51 62 29 44 49 38 53 44 61 69 595

성모자애병원

45 43 32 23 34 48 32 41 34 48 58 52 490

성가병원

48 41 50 38 60 69 52 40 48 48 52 54 600

성 빈센트 병원

75 59 55 51 48 52 48 52 54 71 53 50 668

성모병원

15 14 12 19 26 16 13 22 12 15 17 1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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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환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계

성모병원

34 57 48 39 41 44 39 49 32 41 45 50 519

강남성모병원

79 68 62 61 65 74 63 67 69 68 71 90 837

의정부 성모병원

75 53 35 53 46 54 40 50 43 45 69 62 625

성 바오로 병원

34 34 29 35 24 33 28 29 30 34 65 59 434

성모자애병원

23 33 21 17 21 37 17 34 24 32 46 44 349

성가병원

33 38 41 29 40 48 35 30 36 40 53 50 473

성 빈센트 병원

54 44 48 41 34 38 26 34 45 43 49 41 497

성모병원

12 12 8 16 23 16 20 21 11 19 25 17 200



CUMC 26

Ⅶ. 인사 동정

▪ 신규임용 임강사        ‐ 김두배 ( 성모병원)

임강사 우   ‐ 고 성 (부천성가병원)

임상강사        ‐ 임필빈 (강남성모병원)

▪ 진 강성학 부교수   → 교수(2003. 4), 진료부원장(2003. 9)

김 철 조교수   → 부교수

이용석 임상강사 → 임강사

▪ 이동

▪ 퇴직

▪ 개원 김진호 동문 인천 마로비뇨기과

오장민 동문 제천 성모비뇨기과

최웅기 동문 군산 두손비뇨기과

남  동문 화성 늘푸른 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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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직원 해외 출장  연수

일시 학회명 개최지 참가 교수  공의

2003년 1월 24~
  26일

Meeting of European Society of 
Infections in Urology 헝가리 조용

2003년 4월 26~
  5월 1일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Chicago, IL, 
USA 

박용 , 이지열, 김 우 
이승주, 이윤보, 황보경 

2003년 5월 31~
‐6월 1일 Urodynamic Workshop Huston, USA 이동환

2003년 6월 7~
‐10일

2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Chemotherapy

Durban, South 
Africa

조용

2003년 6월 29~
‐30일

2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Erectile and Sexual Dysfunctions Paris, France 서성일

2003년 9월 3~
‐5일 1st  Worshop in Endourology Thailand 황태곤

2003년 9월 21~
‐24일

21st World Congress on 
Endourology 

Montreal, 
Canada 황태곤 

2003년 9월 25~
‐27일 

5th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Urologists Seoul, Korea 서홍진, 한창희

2003년 9월 29~
‐10월 4일 APSSIR 세부, 필리핀 김세웅, 이충범, 서성일 

김 우, 고 성

2003년 10월 3~
‐4일

20th Korea‐Japan Urology 
Congress 조선비치호텔 황태곤, 조용 , 황보경 

임재균

2003년 10월 5~
‐9일 

33rd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Florence, Italy 김 철, 서홍진, 이지열 

이용석

2003년 10월 16~
‐19일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Women's Sexual Health 

AmsterdamNeth
erland 임필빈

2003년 11월 19~
‐21일

3rd International symphosium Asian 
Session Endourological management 
of UPJ Obstruction

후쿠오카, 일본 황태곤

2003년 11월 22~
‐23일 1st Asian UTI/STD Forum 후쿠오카, 일본 조용 , 이승주

2004년 2월 26~
‐29일 

4th World Congress on the Aging 
Male 라하, 체코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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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실 일지

▪ 2003년  3월  1일 삼일  기념 마라톤 회 

참가자 : 윤문수, 조수연, 김 우, 이승주, 이충 , 임승

▪ 2003년  3월 12일 박용  교수 회갑연 (팔래스호텔 12층 라일락 룸)

▪ 2003년  3월 28일 조용  교수 한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회장으로 선출

이승주 임강사는 총무로 선출

▪ 2003년  4월 18일~19일 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 회 (수원 한국 소기업센터)

▪ 2003년  4월 15일 고 성 임강사 득녀

▪ 2003년  4월 22일 조용  교수 제26회 의학신문사 선정 의사평론가상 수상

▪ 2003년  5월  3일 황태곤 주임교수 20년 근속 표창 (성의교정 마리아홀)

▪ 2003년  5월 10일 강남성모병원 야유회 ( 악산)

▪ 2003년  6월 7일~9일 조용  교수 세계 요로감염 문가 단체 회원가입 

: 23차 Internationl Congress of Chemotherapy

▪ 2003년  6월  8일 이충  공의 4년차 결혼 ( 주)

▪ 2003년  6월 14일 제5차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 

(가톨릭 학교 의과학연구원)

▪ 2003년  6월 20일 윤문수 교수 一男 윤병일군 결혼

▪ 2003년  6월 28일~29일 Staff Workshop (제주 그랜드호텔)

▪ 2003년  7월 조용  교수 Medical Observer 의 편집 자문의원으로 선정

▪ 2003년  7월 2일 홍성후 동문 득녀

▪ 2003년  8월 비동회 경기지역 서부지부 제 1회 정기모임

: 회장 이 재 동문, 총무 이지열 조교수

▪ 2003년  8월  3일 김재웅 동문 자녀 돌

▪ 2003년  8월 22일 2002학년도 학원 후기 학  수여식 

박사 : 서홍진 조교수, 정찬의 동문   

석사 : 홍성후 동문, 장  공의, 곽경민 공의

▪ 2003년  9월 1일 교실 홈페이지 새 단장

www.cmc.cuk.ac.kr/uro → www.cmcuro.net 

▪ 2003년  9월 13일 1회 JR (Junior staff vs Resident) 체육 회 

▪ 2003년  9월 14일 김 호 임강사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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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  1일 박사 취득 축하연 (한국회 )

: 서홍진 조교수, 정찬의 동문 

▪ 2003년 11월 13일~15일 한 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 신라호텔

▪ 2003년 11월 13일 한 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Laparoscopic Live Surgery Workshop (강남성모병원)

▪ 2003년 11월 22일~23일 2003 아시아 요로생식기감염학회 포럼(후쿠오카)에서 

조용  교수 부회장, 이승주 임강사 총무 이사로 선출

황태곤 주임교수 Japanese Society of Endourology & ESWL

International Member로 선정

▪ 2003년 11월 27일 복압성 요실 의 새로운 수술방법인 

SPARC와 MONARC 시연회 (강남성모병원)

: 미국 Cornell 학의 Dr. Staskin 집도

▪ 2003년 12월 13일 제7회 동문 학술 회  송년회 (팔 스호텔 코스모스룸)

▪ 2004년  1월  2일 2004년도 신년 하례식 (한국회 )

▪ 2004년  1월  8일 2004년도 문의 자격 시험 1차 시험 

(한양 학교병원 계단 강의실)

▪ 2004년  1월 17일 2004년도 문의 자격 시험 2차 시험 

(서울 병원 소아병원 임상강의실)

▪ 2004년  2월  4일 공의 입국식  사은회 (팔 스호텔 궁 홀)

▪ 2004년  2월 20일 2003학년도 학원 기 학  수여식 

박사 : 이승주 임강사, 이용석 임강사  

석사 : 이충  공의, 유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