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3 ~ 2007. 2

9





  역  주임교수

1   김 기 수 교수 2   임 수 길 교수 3   박 용  교수

4   윤 문 수 교수 5   황 태 곤 교수 6 ( )  조 용  교수

(2006년 3월~)

     





第10 回  가톨릭 醫大 泌尿器科 同門學術大   年

2006. 12. 16





공의 입국식  사은회

2007. 2. 7.





- 차     례 -

Ⅰ.  조  직 ··········································································································· 1

     교  수

     공의

Ⅱ. 학사운 ·········································································································· 3

     학원

     학교

Ⅲ. 연구업 ·········································································································· 6

     기

     임상

     증례

     연구비수혜

Ⅳ. 학회활동 ········································································································ 12

     국제학회 발표

     국내학회 발표

     심포지엄 발표, 강연

     학술상 수상

Ⅴ. 교실 학술활동 ······························································································· 21

Ⅵ. 진료 ··············································································································· 25

    환자 통계

Ⅶ. 인사동정 ········································································································ 28

Ⅷ. 교직원 해외출장  연수 ·············································································· 30

Ⅸ. 교실일지 ········································································································ 31





1 CUMC

Ⅰ. 조  직 
   

총 24명 

교수 7명, 부교수 6명, 조교수 5명, 조교수 우 1명

임강사 2명, 임강사 우 1명, 임상강사 2명

1. 성모병원 : 2. 강남성모병원 : 

교수 ---
조용 (주임교수), 

김세웅(과장)
교수 --- 박용 , 황태곤

조교수 --- 손동완 부교수 --- 김 철(과장)

조교수 --- 서성일, 홍성후

3. 의정부 성모병원 : 4. 성 바오로병원 : 

교수 --- 강성학 부교수 --- 조수연(과장)

부교수 --- 한창희(과장) 조교수 --- 김 우

조교수 --- 이용석

임상강사 --- 최아람

5. 성빈센트병원 : 6. 부평성모자애병원 : 

교수 --- 조 행 교수 --- 이동환

부교수 --- 이충범(과장) 부교수 --- 서홍진(과장)

임강사 우 --- 하유신

7. 부천성가병원 : 8. 성모병원 :  

부교수 --- 이지열(과장) 임강사 --- 김두배(과장)

임강사 --- 고 성 조교수 우 --- 장  

임상강사 --- 김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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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총 23명) 

1. 성       모: R4 석노성, 최 섭, R3 김순환, R2 정조운, R1 이병희, 정문수

2. 강       남: R4 류기 , 유재석, R3 최용선, R2 윤병일, R1 김성인, 이남석 

3. 의정부 성모: R4 박덕진, R2 김선욱, R1 김희연

4. 성       가: R4 양조환, R2 정진우

5. 성 빈 센 트: R4 이 하, R3 이 배, R2 최항원

6. 성 모 자 애: R3 김수진

7. 성 바 오 로: R3 정윤석

8.   성 모: R3 조강

 전공의 근무표 

  2006년 가톨릭 학교 비뇨기과 공의 근무표

년차 이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김성인 강   남 여의도

김희연 의정부 강   남

이남석 강   남 여의도

이병희 여의도 강   남

정문수 여의도 의정부

R2 정조운 여의도 부   평 바오로

정진우 부   천 대   전 수   원

김선욱 의정부 여의도 대   전

최항원 수   원 강   남 부   평

윤병일 강   남 수   원 부   천

R3 최용선 강   남 바오로 수   원

조강준 대   전 수   원 여의도

정윤석 바오로 강   남 의정부

김수환 여의도 부   천 강   남

김수진 부   평 여의도 강   남

이광배 수   원 의정부 여의도

R4 류기영 강   남 의정부

유재석 강   남 수   원

최현섭 여의도 강   남

박덕진 의정부 여의도

이준하 수   원 강   남

석노성 여의도 부   평

양조환 부천 여의도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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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사 운

 대학원

1. 학원 강의

기

과   정 과  목  명 담 당 교 수

석사 독 박용

석   사 비뇨기감염학 조용

립선병태생리학 강성학

박사 독 윤문수

박   사 비뇨기종양학 윤문수

내비뇨기과학 황태곤

요로결석 박용

요로폐색 황태곤

공통 배뇨장애의 병태생리학 김 철

비뇨기 역의 기세포 이지열

후기

과   정 과  목  명 담 당 교 수

석   사

석사 독

일반 비뇨기과학 

발기부 의 병태생리학

박사 독

이충범

한창희

김세웅

이동환

박   사
신경인성 방

비뇨기종양학

김 철

조용

공통

내비뇨기과학

신생리학

비뇨기 역의 기세포

황태곤

강성학

이지열

2. 박사과정 : 고 성, 박왕진, 하유신

3. 석사과정 : 최아람, 김수진, 김수환, 조강 , 최용선, 김선욱, 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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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수진
방 출구폐색을 동반한 과민성방 에서 무스카린수용체 길항제 
아형에 따른 치료 효과

황태곤

김수환
방 역류 토끼에서 감염에 의한 산화성 신손상을 감소시키는 
크랜베리의 효과

강성학

김재웅
생약제제 KH-204가 수컷백서의 교미행동  청테스토스테론 
농도에 미치는 향

김세웅

저자 학위논문 지도교수

박덕진
립선비 증 모델 쥐에서 Catechin의 경구 투여에 의한 

항비  효과
조용

양조환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쥐에서 Lycopene의 항염효과 조용

유재석
Changes of Muscarinic and Purinergic Expression in 
Urothelium of Rats with Detrusor Overactivity induced 
by Bladder Outlet Obstruction

황태곤

최 섭
BBN으로 유발된 생쥐의 표재성 방 암에서 GMO/paclitaxel 
제형의 방 내 주입의 항암효과

김세웅

류기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으로 인한 배뇨근과활동성에서 
요로상피내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형의 역할

김 철

이 하
OLETF 당뇨쥐에서 당뇨시기에 따른 방 의 기능 , 형태학  

 분자생물학  변화
이지열

4. 학 취득

2006.8

    - 석사 :

2007.2

    - 박사 :

저자 학위논문 지도교수

손동완
본태성고 압백서모델에서 생약제제 KH-204가 음경발기능  
음경해면체조직에 미치는 향

부산의  
정문기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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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학생 강의

   1. 의학과 3학년 1학기 비뇨기과학

날짜 교시 단원명 담당교수

3월 6일 5 총론 (Anatomy, Embryology) 한창희

6
총론 (Symptoms of Disorder of G-U tract, Physical 

Exam of G-U tract) 
이충범

3월 13일 5

총론 (Laboratory & Radiologic Exam of G-U tract, 

Interventional & Radionuclide Imaging, Retrograde 

Instrumentation)

이지열

6 비뇨생식기 손상(Injury of G-U tract) 홍성후

3월 20일 5 복강경 수술(Laparoscopic surgery in urology)  황태곤

6 요로폐색(Urinary obstruction & Stasis) 강성학

3월 27일 5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서홍진

6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김 우

4월  3일 5 배뇨장애(Voiding dysfunction, Neurogenic bladder) 김 철

6
요실 , 방 정낭질환(Incontinence, Disorders of the 

bladder and seminal vesicles) 
이동환

4월 10일 5 남성불임, 남성성기능장애(Infertility, Impotence) 김세웅

6 비뇨생식기 종양(Urogenital tumor) 윤문수

   2. 의학과 2학년 2학기 신장학

날짜 교시 단원명 담당교수

11월 10일 1 요로결석 조수연

11월 10일 2 비뇨생식기 종양 손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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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업

 기초

자 논문제목 게재지

Yoon SJ, Roh S, 
Lee H, Lee JY, 
Lee BH, Kim YK, 
Kim DJ.

Possible role of nerve growth factor in the pathogenesis 
of alcohol dependenc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0(6)

Oh SH, Lee JY, 
Ghil SH, Lee SS, 
Yuk SH, Lee JH. 

PCL microparticle-dispersed PLGA solution as a 
potential injectable urethral bulking agent

Biomaterials

Joon Jang, 
Eun Young Park, 
Seong Il Seo, 
Tae-Kon Hwang, 
Joon Chul Kim

Effects of intravesical instillation of cyclooxygenase-2 
inhibitor on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nerve growth factor in 
cyclophosphamide-induced overactive bladder

BJU Int. 98(2)

Chung LW, 
Huang WC, 
Sung S, 
Wu D, Nomura T, 
Seo SI.

Stromal-epithelial interaction in prostate cancer 
progression

Clinical 
genitourinary 
cancer 5(2)

Joon Chul Kim, 
Jae-Suk Yoo, 
Eun Young Park, 
Seong Il Seo, 
Yong Hyun Park, 
Tae-Kon Hwang

Muscarinic receptor subtype expressions and detrusor 
overactivity in the rat bladder with bladder outlet 
obstruction

Continence 2(1)

Lee SD, LeeSJ, 
Hwang TK, Yoon 
DK, Lee KS, 
Sung LH, Choo 
MS, Shim BS, 
Cho IR, Kim ME, 
Ryu SB, Kim CS, 
Kim YG, Kim CI, 
Rhew HY, Kim 
MH, Yong-Hyun 
Cho 

Efficacy and safety of gatifloxacin for urinary tract 
infection in nonspecialized Korean urologic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bial 
Agents
28(1)

Joon Chul Kim, 
Eun Young Park, 
Seong Il Seo, 
Yong Hyun Park, 
Tae-Kon Hwang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s in the urine of 
female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Journal of 
Urology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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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Lee SJ,
Kim SW,
Yong-Hyun Cho 
Yoon MS.

Anti-inflammatory effect of an Escherichia coli extract 
in a mouse model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cystitis

World Journal 
of Urology 
24(1)

손동완, 최 섭,
김수환, 김재웅,
조용 , 이 지,
김희석, 황성완,
김세웅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한 생약제제가 수컷백서의 교미행동  
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에 미치는 향

한보완
체의학회지

Vol.8(3)

최 섭, 김세웅,
조용

BBN으로 유발된 생쥐의 표재성 방 암에서 
GMO-Paclitaxel제형의 방 내 주입의 항암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1)

박덕진, 강성학,
조용

립선비 증 모델 쥐에서 Catechin의 경구 투여에 의한 항비  
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2)

조용 , 이승주,
김청수, 이은식,
홍성 , 최한용,
윤문수

표재성 방 암에 한 Keyhole-Limpet Hemocyanin 방  내 
주입요법의 안 성  효과: 향  다기  연구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08) 

양조환, 손동완,
조용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흰쥐에서 Lycopene의 항염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2) 

김청수, 박성찬,
이상복, 이정민,
정  한, 정문기,
윤덕기, 천  ,
김원재, 정병하,
홍성 , 송재만,
장성구, 최한용,
임정식, 조용 ,
문경 , 김법완

한국의 비뇨기종양 환자에서 사용되는 체보완요법의 실태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06)

김두배, 장  ,
조용 , 윤문수,
정혜선, 박 택,
최 욱, 김세웅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모델에서 경구용 GMO-paclitaxel의 
항암효과  독성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02)

고 성, 김효신, 
이상섭, 정희태, 
백경란, 이지열

카테터 련 요로감염에서 Quorum sensing에 의한 
자가유도물질 유 자의 발  분석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09)

 임상

자 논문제목 게재지

Ha US, 
Yong-Hyun Cho

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new 
aspects of novel urinary cath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bial 
Agents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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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Lee SD, Lee SJ, 
Hwang TK, 
Yoon DK, Lee 

KS, Sung LH, 
Choo MS, Shim 
BS, Cho IR, Kim 

ME, Ryu SB, 
Kim CS, Kim YG, 
Kim CI, Rhew 

HY, Kim MH, 
Yong-Hyun Cho 

Efficacy and safety of gatifloxacin for urinary tract 
infection in nonspecialized Korean urologic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bial 

Agents 28(1)

Kim SW, Sohn 
DW, Yong-Hyun 

Cho, Yang WS, 
Lee KU, Juh R, 
Ahn KJ, Chung 

YA, Han SI, Lee 
KH, Lee CU, 
Chae JH

Brain Activation by Visual Erotic Stimuli in Elderly 
Healthy 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8(5)

Sung-Hoo Hong, 

Seong Il Seo, 
Joon Chul Kim, 
Tae-Kon Hwang

Cosmetic circumumbilical incision for extraction of 

specimen after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Journal of 

endourology   
20(7)

Lee JY, 

Kim DK, Michael 
Chancellor

When to use antimuscarinics in men who hav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Ur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33(4)

Lee CB, Ha US,  
Lee SJ, Kim SW, 

Yong-Hyun Cho

Preliminary experience with a terpene mixture versus 
ibuprofen for treatment of category III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World Journal 
of Urology

24(1)

손동완, 하유신,
서홍진, 이지열,
김세웅, 조용

외래 방문여성 성 단순성 방 염 환자에서 분리된 
Escherichia coli에 한 경구 항생제의 시험  내 감수성 연구

감염과 화학요법
38(3)

서홍진, 김수진, 

석노성, 김 철, 
이지열, 이동환

여성복압성요실  환자에서 시행한 부요도슬링 수술 후 

재수술의 원인분석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0(1)

석노성, 서홍진,
이동환

비 지성 정류고환의 진단 방법의 평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49(7)

유재석, 김 철, 
황태곤

과민성방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항무스카린제 치료효과의 후 
인자

한비뇨기과학회지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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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마상열, 이규성, 
주명수, 서주태, 
이정주, 박원희, 
김 철, 이승윤, 
Yan Daniel Zhao, 
Julie Beyrer, 
Meghan 
Wulster-Radcliffe, 
Louise Levine, 
Lars Viktrup

Duloxetine versus placebo for the treatment of Korean 
women with stress predominant urinary incontnence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5)

최 섭, 이 하, 
홍성후, 황태곤

신종양환자에게 시행한 복강경 근치  신 출술의 수술  
종양학  결과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1)

류기 , 홍성후, 
황태곤

공여신 출술: 개복, 손을 이용한 그리고 순수 복강경하 
공여신 출술의 비교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2)

고 성, 이동환, 
김두배. 조수연

Ureteral Cutting Balloon Device (AcuciseⓇ.)를 이용한 
내신우 개술  내요 개술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8)

김두배, 장  , 
조용 , 윤문수, 
김세웅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모델에서 경구용 GMO-paclitaxel의 
항암효과  독성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2)

조 행, 이충범, 
하유신

경피  흡인술 후 반복  경화요법의 유용성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3)

조용 요로감염의 총론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6)

정조운, 손동완
조용

회장 통로와 회장 정 성 방  치술 후 신기능의 변화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0)

송채린, 박종연, 
이무송, 정  한, 
조용 , 김법완,
장성구, 김천일, 
천  , 이경섭, 
정세일, 정문기,
최한용, 이 무, 
김세 , 홍성 , 
정재일, 윤상민,
이 구, 김형진, 
김홍식, 김원재, 
류수방, 안한종,
김청수

신세포암에 한 근치  수술 후 무재발 생존의 후 인자  
측 노모그램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9)

이 하, 김효신, 
이지열

여성 배뇨장애의 특징과 알 차단제의 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2)

손동완, 조강 , 
김효신, 이충범, 
강성학, 조용 ,
윤문수, 채정호, 
김세웅

건강한 은 남성과 년 남성에서 성  자극에 의한 뇌의 활성화 
비교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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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김 우, 최 섭, 
정윤석, 박왕진, 
조수연

음경해면체 내에 발생한 섬유성 결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4)

김 우, 박왕진, 
조수연

심 질환 환자에서의 발기부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3)

김 우, 박왕진, 
최용선, 조수연

상동맥질환 환자에서 발기부 과 상동맥 침범정도의 연 성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8(1)

이신 , 김세철, 
김 우

립선배 증과 발기부 을 함께 가진 환자에서 Doxazosin 
4mg 는 Tamsulosin 0.2mg과 Vardenafil 20mg의 
병용복용이 압에 미치는 향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9)

홍성후, 류기 , 
유재석, 서성일, 
김 철, 황태곤

4cm 이하 신종양에서 시행한 복강경 부분 신 제술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7(12)

조용 세균성 요로감염 치료의 재와 미래 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지 
Vol.1(1)

홍성후 립선비 증의 치료에서 이 의 이용 한 Endourology
학회지 Vol.5(1)

 증례

자 논문제목 게재지

Lee CB, 
Choi HJ, 
Cho DH, 
Ha US

Cystadenoma of the seminal vesicle International 
Journal of Urology 
13(8)

신옥란, 박재 , 
이혜경, 이용석, 
한창희, 강성학, 
이교 , 최 진

유두상 신세포암에서 찰된 세포질내 호산성 방울 한병리학회지

손동완, 이병희
정조운, 이 하
최 섭, 김세웅
이연수, 조용

하 정맥 을 동반한 신장에 발생한 원시신경외배엽종양 한 
비뇨기종양학회지 
Vol.10(2)

하유신, 최항원, 
이 배, 이 하, 
조 행, 이충범

신세포암으로 오인된 상피모양 신 근지방종 한
비뇨기종양학회지
Vol.4(2)

최항원, 이 배, 
이 하, 하유신, 
조 행, 이충범

Trasobturator Tape (TVT-O) 수술 후 발생한
골반강 내 종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Vol.10(2)

곽가 , 배선 , 
이선 , 정승연, 
강진한, 박익성

한 환아에서 연속 으로 나타난 송과모세포종과 름스 종양 한
소아 액종양학회지

김 우, 김수환, 
민기옥, 조수연

질 단일 이에 의해 발견된 신세포암 한비뇨기과학회지
Vol.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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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자 책제목 게재지

황태곤, 서성일
Percutaneous Access for 
Urological Disease

Recent advances in 
Endourology 

김세웅 립선 바로알기 한 립선 학회

 연구비 수혜

연구제목 연구자 지원기 수혜액

양성 립선비 증에서 Tamsulosin XL과 
Finasteride 복합요법의 유효성과 안 성  
비용효과

한창희, 김철민 웅제약 38,000,000

양성 립선비 증 환자의 치료에서 Doxazocin과 
Finasteride 병용요법의 타당성  비용효과

한창희, 김철민 신풍제약 40,000,000

Histological change by doxazosin treatment 
in experimental prostatic hyperplasia in rats

이충범 한국화이자
제약(주)

13,200,000

음낭수종 김세웅 교육부 3,000,000

당뇨쥐에서Rho-kinase가 미치는 향 김 우 15,000,000

본태성고 압 흰쥐에서 생약제제 KH-204의 
음경발기부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효과

김세웅, 손동완,
조용

(주) 이엠
에스아이

40,000,000

수도권 여성 성단순성방 염 환자의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감수성 조사

김소연, 이상은,
이승주, 양조환,
최 섭, 조용 ,
하유신, 이규성

(주)동신제약 6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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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회활동

 국제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21th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Therapeutic effects of connexin inhibitors on detrusor 
overactivity associated with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rats. 

Joon Chul Kim,
Eun Young Park, 
Duk Yoon Kim, 
Jang Hwan Kim, 
Tae-Kon Hwang

Effects of nitric oxide synthases on overactive bladder 
after relief of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rats.

Hong Sik Kim, 
Myung-Soo Joo, 
Joon Chul Kim, 
So S.M

The expression of interleukin-6 and its receptors in the 
developing rat kidney

Ha US, Lee CH,
Cho DH

Long term effect antibiotic-coated foley catheter on 
bacterial biofilm formations and the analysis of 
auto-inducer gene expression related Quorum sensing 
mechanism

Lee JY, Ko JS,
Lee SS, 
Song SY

8th Congress 
of the Urology 
Association of 
Asia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voiding difficulty 
in korea

Ji Youl Lee, 
Joon Chul Kim, 
Kyu Sung Lee, 
Hyung-Jee Kim, 
Myung-Soo Choo 
Jeong Gu Lee

Anticancer Activity of Intravesical GMO-paclitaxel 
Therapy in Murine Superficial Transitional Cell 
Carcinoma Model induced by BBN

Choi HS, Lee SE, 
Yong-Hyun Cho

In-Vitro Susceptibility Study of Oral Antibiotics 
Including Cefixime to Pathogens, Isolated From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Choi HS, Kim ME, 
Yang SC, No CH, 
Yong-Hyun Cho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Urethral Strictures Ha US, Lee SJ,
Yong-Hyun Cho

Synergistic Effect Between Lycope and Ciprofloxacin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Yang CH, Kang 
SH, Lee JY,
Yong-Hyun Cho

The effect of human muscle stem cells on the 
cryo-injuried bladder of nude mouse

Lee JY, Kim HS,
Go JS, Kim JC,
Cho DH, Lee DH

31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Urogynecologic 
Association

Reoperation after midurethral sling procedures in femal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Lee DH, Suh HJ, 
Lee JY, Kim JC, 
Cho DH

The effects of T-sling procedure in stress urinary 
incontinence

Lee JY, 
Kim HS,
Koh JS,
Kim JC,
Cho DH,
Lee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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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2-year outcome of transobturator MONARC procedure in 
femal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Korean experience

Lee DH,
Suh HJ,
Lee JY,
Kim JC,
Cho DH

The 1st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uscarinic and purinergic receptor expression in 
urothelium of rats with detrusor overactivity induced by 
bladder outlet obstruction

Joon Jang, 
Eun Young Park, 
Joon Chul Kim

The Effect of Human Muscle Stem Cells on the 
Cryo-injuried Bladder of Nude Mouse

Lee JY, Kim HS, 
Go JS, Kim HW

2006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Changes of muscarinic and purinergic receptor expression 
in urothelium of rats with detrusor overactivity induced 
by bladder outlet obstruction

Joon Chul Kim, 
Jae Seok Yoo, 
Jang Whan Kim, 
Jee Yeol Lee, 
Dong Hwan Lee, 
Dae Haeng Cho, 
Tae-Kon Hwang

A safety and quality of life analysis of intravaginal 
slingplasty in female stress incontinence: a prospective, 
open label, multicenter, and observational study

Joon Chul Kim,
Byung Soo 
Chung, Jong Bo 
Choi, Jee Yeol 
Lee, Kyu-Sung 
Lee, Myung-Soo 
Choo, Won Hee 
Park

Functional and Molecular Changes of bladder in OLETF 
Diabetic Rat with Age

Lee JY, 
Kim JC,
Cho DH, 
Lee DH, 
Lee SJ, 
Lee SJ, 
Kim DY, 
Kim YT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for small renal tumor: 
catholic university experience

Hong SH,
Seo SI,
Kim JC,
Hwang TK

28th congress 
of the societe 
internationale 
d'urologie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Perioperative 
Complications in 100 Cases i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wang TK, Hong 
SH, Seo SI,
Kim JC

Experimental Model of Bladder Cancer Using Nonviral 
Vector Expressing Uroplakin II promoter and SV40 T 
antigen

Go JS, Son DW,
Kim DB, Kim
HS, Lee JY

The Analysis of the Autoinducer Gene Expression 
Related Quorum Sensing Mechanism in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Go JS, Kim HS,
Baek KL, Lee
MH, Lee HY,
Lee SS, Lee JY

2006 ISC 
international 
urinary tract
infection

Immunostimulation with Urovaxom - Novel strategies to 
prevent UTI

Yong-Hy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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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12th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society of 
sexual 
medicine

The Effects of herbal formula mainly consisted of Lycium 
chinense on the copulatory behavior of male rats

Kim SW,
Son DW,
Yong-Hyun Cho

10th Western 
Pacific 
Congress 

The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in South Korea:a multicenter study in 
2006

Yong-Hyun Cho

5th World 
Congress on 
the Aging 
Male

Prostate volume age, serum prostate specific antigen and 
testosterone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induce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Kim SW, Park
JK, Lim JH

35th AAGL 
annual 
congress

Bladder rupture during postoperation care secondary to 
iaparoscopic sacral colpopexy 

Han CH

Prostate 
cancer 
symposium

Anticancer Efficacy and Toxicity of Oral GMO-paclitaxel 
in a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 Model.

Kim DB

2006
Eastasia 
Laparoscopic 
Surgery
Association

Tips and tricks to preserve potency in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Hwang TK

2006 
AUA

H-1152, a novel inhibitor of Rho-kinase, improves 
bladder function in a rat model of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Kim HW

Characterization of chronic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related alterations to erection function in 
male rats

Kim HW

1st PPCS 
meeting

The Effect of Human Muscle Stem Cells on the 
Cryo-injuried Bladder of Nude Mouse

Kim HW

2006 
University 
program

Recent epidemiology and features of prostate cancer in 
Korea

Lee JY

Complicated BPH/LUTS; BPH and OAB Lee JY

Should we prescirbe Finasteride as chemoprevention 
agent in Korea environment?

Lee JY

9th Fukuoka 
Neurourologic 
Seminar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voiding difficulty and the 
effect of tamsulosin

Lee JY

combination therapy of a a-blocker and anticholinergic 
drug for BPH/OAB

Lee JY

Current aspects of the surgical management in 
metastatic renal cell cancer

Lee CB

4th Asia 
UTI/STD Forum

Genital Chlamydial Infection Han CH

94th annual 
meeting of 
Japanese 
Urological 
Association

Laparoscopic radical cystoprostatectomy Hwang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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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제11차 
추계학술 회  

한국인 남성에서의 요실  유병율과 요실 에 한 인식  
요실 이 삶의질에 미치는 향: 인구비례 표본추출법에 의한 조사

오승 , 박원희, 
이정구, 이정주, 
이규성, 김 철, 
최   성, 송윤섭, 
김형지, 이선주, 
김덕윤, 서주태, 
권동득, 나용길, 
김장환, 주명수

국내 여성배뇨장애의 유병율과 특성 이지열, 김 철, 
이규성, 서주태, 
김형지, 유탁근, 
이종복, 주명수, 
이정구

복압성 요실 에서 T 슬링 술식의 효과 이지열, 김효신, 
고 성, 김 철, 
조 행, 이동환

요실  수술 후 배뇨장애환자에서 요속검사의 분석 김효신, 고 성, 
이지열

제58차 
한비뇨기과학

회 추계학술 회

후복막경 신배게실 제술 - Video 김수진,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4cm 이하 신종양에서 시행한 복강경 부분 신 제술 김수환,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다발 신동맥 공여자에서 손을 이용한 복강경 공여신 출술의 
안 성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손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  신 출술과 복강경 신 출술의 비교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압성요실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an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의 안 성  삶의 질에 미치는 향: 향 , 다기  

찰연구

김 철, 정병수, 
최종보, 이지열, 
이규성, 주명수, 
박원희

폐색공을 통한 요실  수술 후 재발한 환자에서 이차  시도로서 
mesh shortening 법과 TVT Redo 법의 비교

김효신, 고 성, 
김 철, 서홍진, 
이동환, 이지열

복강경 근치  립선 출술의 종양학   기능  결과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강경 근치  립선 출술 100례의 단기 합병증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강경 근치  방 출술  체외 요로 환술 김수환,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이 요실 , 배뇨증상  장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향

윤병일, 김 철, 
홍성후, 서성일, 
박용 ,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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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하된 요도기능을 가진 여성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폐쇄공을 
통한 부요도 슬링수술의 효과: Inside-out과 Outide-in 수술의 
비교

정윤석, 홍성후, 
서성일, 황태곤, 
박용 , 김 철

폐쇄공을 통한 부요도슬링수술 후 복압성요실 이 재발한 
환자에서 테이  강화술의 효과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황태곤, 
박용 , 김 철

복강경 비뇨기 수술의 합병증 김수진,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질첨부  자궁탈출증 환자에서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의 1년 성

한덕 , 이규성, 
이지열, 김 철, 
주명수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으로 인한 배뇨근과활동성에서 요로상피 
(urothelium)내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형의 역할

장  , 류기 , 
박은 , 홍성후, 
서성일, 황태곤, 
김 철

OLETF 당뇨쥐에서 당뇨시기에 따른 방 의 기능 , 형태학   
분자생물학  변화

이 하, 김효신, 
고 성, 김 철, 
이동환, 이지열

Functional, Morphologic and Molecular Biologic Changes 
of bladder in OLETF Diabetic Rat According to Period of 
Diabetes Mellitus

이 하, 김효신, 
고 성, 김 철, 
이동환, 이지열

The effect of bioactive sling material using muscle stem 
cells in rat of stress incontinence model

최용선, 김효신, 
고 성, 이지열

과민성방 을 동반한 남성 하부요로폐색 환자에서 조기 
알 차단제  항콜린성제제 병용투여의 유용성

고 성, 김효신, 
이지열

자가근육 기세포가 유착된 Hydroxyapatite Chitosan복합체를 
방 확 술

변석수, 정용식, 
이상섭, 이햇님, 
이지 , 이지열

립선 비 증환자에서 알 차단제 약물투여 후 IPSS를 
작성시 기의 IPSS 설문지를 보는 것이 향을 미치는가?

김효신, 고 성, 
이지열

폐색공을 통한 요실  수술 후 재발한 환자에서 이차  시도로서 
mesh shortening 법과 TVT redo 법의 비교

김효신, 고 성, 
이지열, 김 철, 
서홍진, 이동환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Results of 100 
consecutive cases i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BBN으로 유발된 생쥐의 표재성 방 암에서 GMO/paclitaxel 
제형의 방 내 주입의 항암효과

최 섭, 손동완,
김세웅, 조용

노화 흰쥐에서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한 생약제제가  
테스토스테론치와 음경 조직에 미치는 향

김세웅, 김선욱,
손동완, 조용

동종 조 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출 성 방 염의 원인인자 조강 , 손동완,
김세웅, 조용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흰쥐에서 Lycopene의 항염효과 양조환, 손동완,
김세웅,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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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방 요 역류에서 Cranberry의 신손상 방효과 김수환, 강성학,
조용 , 한창희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부 요도 슬링 시술 후 회음부 음  
소견의 비교 연구

김수진, 최 섭,
손동완, 김세웅,
조용

외래방문 성 단순성 방 염여성환자에서 분리된 병원균에 한 
Cefixime을 포함한 경구 항생제의 시험  내 감수성 연구

정조운, 손동완,
김세웅, 조용

침윤성방 암에서 근치  방 출술 후 
정 성회결장방 치술과 회장방 치술의 합병증  
요역동학 검사의 비교

조강 , 손동완,
김세웅, 조용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부 요도 슬링 시술 후 회음부 음  
소견의 비교 연구

김수진, 최 섭,
손동완, 김세웅,
조용

BBN으로 유발된 생쥐의 표재성 방 암에서 GMO/paclitaxel 
제형의 방 내 주입의 항암효과

최 섭, 손동완,
김세웅, 조용

립선비 증 실험모델 쥐에서 Doxazosin 투여 후 립선의 
세포고사유도  조직학  변화 찰

하유신,이충범,
조 행

방 암 세포 주에서 캅사이신의 세포사멸 효과와 미세 슐화를 
이용한 캅사이신 제제의 방 침투력

하유신, 김효신, 
고 성, 이충범, 
조 행, 육순홍, 
이지열

복압성요실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an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의 안 성  삶의 질에 미치는 향: 향 , 다기  

찰연구

김 철, 정병수, 
최종보, 이지열, 
이규성, 주명수, 
박원희

흰쥐에서 방 출구부분폐색으로 인한 과활동성방 에서 
Rho-kinase억제제인 H-1152가 방 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 우, 최용선,
조수연, 
Ragasekaran M.

흰쥐에서 방 출구부분폐색이 음경발기에 미치는 향 김 우, 최용선,
조수연, 
Ragasekaran M.

방 요 역류에서 Cranberry의 신손상 방효과 김수환, 강성학,
조용 , 한창희

제18차 
한내시경 

복강경외과학회 
학술 회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for small renal tumor 홍성후, 서성일, 
김 철, 황태곤

Laparoscopic surgery in urology ; single center 
experience

홍성후, 서성일, 
김 철, 황태곤

Updates in urological endoscopic surgery 황태곤

한 장항문학회 
추계학술 회

S자 결장암의 부고환과 정삭으로의 이 1 김형진, 이인규, 
이윤석, 강원경, 
오승택, 홍성후

제90차 
한산부인과학 

학회 학술 회

난소, 직장, 방 을 침범한 다발성 자궁내막증 1 김민정, 김효진, 
송  록, 신유리, 
김미란, 홍성후, 
오승택, 임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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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제4차 
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학술 회

방 요 역류에서 감염  free oxygen radical이 신손상에 
미치는 향

김수환, 한창희,
강성학, 조용

병원감염의 황 한창희

제19차 한 
비뇨기종양학회 
학술 회

손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  신 출술과 복강경 신 출술의 비교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What does "Continence" mean after radical 
prostatectomy?

김 철

제36차 
한이식학회 

학술 회

가톨릭 학교 의과 학에서 시행한 신장이식 1500례의 성 발표 김진 , 김수 , 
김 수, 최범순, 
김 철, 박순철, 
문인성, 양철우, 
김용수, 황태곤, 
고용복, 방병기 

한
립선학회 

춘계학술 회

Insulin like Growth factor-1과 립선질환 측정인자들과의 
연 계

손동완, 최 섭,
김수진, 김세웅,
조용 , 윤문수

제23차 
한남성과학회 

학술 회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한 생약제제가 수컷백서의 교미행동  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에 미치는 향

최 섭, 손동완,
김재웅, 조용 ,
윤문수, 김희석, 
황성완, 김세웅

한남성
갱년기학회 
추계학술 회

Testosterone and prostate safety 김세웅

제2차 
요로생식기 
손상연구회 
연수강좌

Immediate Primary Repair of Anterior Urethral Rupture 이충범

Reconstruction of traumatic posterior urethral rupture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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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발표, 강연

학회명 강연제목 발표자

제8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엄

Impact of sexual function on prostate cancer treatment 김세웅

Role of PSA in the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손동완

urinary incontinence and voiding dysfunction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implications and impa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김 철

Clinical course and prognosis of the high grade Ta 
bladder cancer and CIS of the bladder

김 우

Minimally invasive therapies for renal tumors 홍성후

동아제약자이데나발매
기념 심포지엄 

발기부 의 최신진단  치료경향 김세웅

아스텔라스제약 
심포지엄

EMP: Treatment of LUTS 김세웅

2006 Xatral 
Symposium 

개원가에서 쉽게 할수 있는 BPH& LUTS 김세웅

부산 Urology Forum Treatment of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 손동완

제2회 부 남성과학회 
학술 회

피임과 불임 - 외래진료에서의 실제 김두배

서울 비뇨기과학 
심포지엄

Non-surgical management 김 철

제7회 
삼성서울병원-서울아
산병원 비뇨기과 
심포지엄

voiding dysfunction & female urology: case discussion 
Management of failed sling 

김 철

부산
비뇨기과학회

Science background behind antimuscarinic agent 김 철

2006 
추계비뇨기과학회 

Panel discussion: 60-year-old male, PSA of 3, TRUS 
volume 30 grams with urgency: Best medical regimen? - 
Muscarinic receptor antagonist

김 철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한 립선학회 
공동심포지엄

Progression of LUTS/BPH: focus on bladder 김 철

삼성의료원
학술집담회

방 에서 Rho-kinase의 역할 김 우

제10회 
동문학술 회

복압성 요실 의 수술  치료 김 우

한비뇨기과학회 
인천.경기지회 
심포지엄

Prevalence, etiology andrisk factor of iatrogenic ureteral 
injury

하유신

Therapeutic options in androgen-independent prostate 
cancer

하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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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 회

요로결핵의 화학요법과 기타 약물요법 한창희

KT 1500례 기념 
심포지엄

공여신 출술에서 개복, 손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의 비교 홍성후

복강경 근치  
립샘 제술 100회 

기념 Live workshop

LRP in Kangnam St. Mary's hospital 홍성후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황태곤

한비뇨기과학회 
서울시지회 
분기집담회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update 홍성후

Young Urologist 
Winter Forum

Surgical technique (II) ; Laparoscopic pelvic surgery 황태곤

2006
Prostate Day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황태곤

 학술상 수상

학회명 제목 수상자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우수논문상

Effects of intravesical instillation of 
cyclooxygenase-2 inhibitor on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nerve growth 
factor in cyclophosphamide-induced overactive 
bladde

장  , 서성일, 
황태곤, 김 철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우수논문상

여성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한국어
King's Health Questionnaire 설문지의
타도  신뢰도에 한 정신측면학  특성

김 철, 이지열

부산지방남성과학회 제2회 천호학술상 김세웅

제58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우수논문상

다발 신동맥 공여자에서 손을 이용한 복강경 공여신 
출술의 안정성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폐쇄공을 통한 부요도슬링수술 후 복압성요실 이 재발한 
환자에서 테이  강화술의 효과

최항원, 홍성후,
서성일, 황태곤,
박용 , 김 철

복강경 비뇨기 수술의 합병증 김수진, 홍성후,
서성일, 김 철,
박용 , 황태곤

OLETF 당뇨쥐에서 당뇨시기에 따른 방 의 기능 , 
형태학   분자생물학  변화

이 하, 김효신,
고 성, 김 철,
이동환, 이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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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실 학술 활동

 교실 Conference

  - 1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3월 8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Ectopic ureter
Ureterocele
회식

한창희
R2 김선욱
R4 류기

3월 22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Ejacu...
Androgen deficiency in the aging...
수원, 

김 우
R2 정진우
R3 최용선

4월 5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RCC 이외의 Kidney의 malignant tumo...
Wilm's tumor
여의도, 부평

한상태(방사선과)
R2 정조운
R4 석노성

4월 19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Pelvic organ prolapse: overview
Vaginal surgery for prolapse
강남, 부천

김 철
R3 이 배
R4 이 하

5월 10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Management of superficial bladder ...
Management of invasive & metastas...
동문총회 (팔 스 호텔)

이윤수 (병리과)
R3 조강
R4 박덕진

5월 24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Interstitial cystitis: definition, epidem...
Interstitial cystitis: diagnosis & treat...
의정부, 바오로

조수연
R2 윤병일
R3 김수진

6월 14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The natural history of prostate ca...
When to biopsy and when to stop...
수원, 

오승  (서울 )
R3 정윤석
R4 유재석

6월 28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Tuberculosis
Fungal infection
여의도, 부평

서홍진
R2 최항원
R3 김수환

7월 12일
2006년 1학기 case conference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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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9월13일

Topic
Guest Lecture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Renal cell cancer
Update of Renal cell cancer
RCC의 진단  방사선학  특징
RCC의 수술 

이충범 (좌장)
홍성 (연 의 )
R3 조강
손동완

9월27일
Topic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RCC와 그 외의 신장종양
Oncocytoma and AML 
RCC의 경과  Immunotherapy 

한창희 (좌장)
R3 정윤석
하유신

10월11일

Topic
Guest Lecture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Staghorn calculi and Renal stone 
Update of urinary stone
Staghorn calculi의 진단  치료 
PNL

김 우 (좌장)
문 태 ( 앙의 )
R3 이 배
고 성

10월25일
Topic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Laparoscopic Surgery
Laparoscopic surgery개요 
Laparoscopic Surgery Video 시청

서성일 (좌장)
R3 김수진
홍성후

11월8일

Topic
Guest Lecture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소아 VUR 
소아비뇨기과 특강
소아 VUR의 진단  치료 
VUR 수술의 개요  

서홍진 (좌장)
이상돈 (부산의 )
R3 최용선
조수연

11월29일

Topic
Redisent reading
Staff Lecture

Duplicated system 
duplicated ureter 진단  치료 
Duplicated ureter 수술 
Monthly 통계보고  회식 

조수연 (좌장)
R3 김수환
한창희

 제10회 비뇨기과 동문 학술대회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6시

장소 ; 서울 팔 스호텔 3층 체리룸

일정 연자

1. 동문회장 인사말 이 재 동문회장

2. 특강

  1부) 좌장    신명식 원장

      과민성 방 의 병태 생리학          장    교수

      복압성 요실 의 수술  치료          김 우 교수

  2부) 좌장    신창식 원장

      피부과 이  치료의 원리            주   홍 박사

      IPL(Intense Pulse Light)의 임상 경험          이 재 동문회장

3. 2006년 교실 황 보고          조용  주임교수

4.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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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엄

주제 : Recent Advances in Urologic Oncology

일시 : 2006년 6월 10일 (토), 오  10시-오후 6시

장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 강남성모병원

연 제 연 자

특강 좌장 김세철 앙의

  Urinary diversion for bladder cancer in 
  St.Mary's hospital

윤문수 가톨릭의

Renal cell cancer 좌장 윤덕기 고려의

박용 가톨릭의

  1) Minimally invasive surgery in renal cell cancer 홍성후 가톨릭의

  2) Current aspects of surgical management
      in metastatic renal cell cancer

이충범 가톨릭의

  3) Immunotherapy in metastatic renal cell cancer 김청수 울산의

  4) therapies targeting growth factor pathways in
      metastatic renal cell cancer

홍성 연세의

Special Lecture (I) 좌장 조용 가톨릭의

  Radiotherapy in prostate cancer Matsumoto
University of 
OEH, Japan

Bladder cancer 좌장 류수방 남의

진길남 개원의 의회장

  1) Management of BCG failures in superficial
      bladder cancer

이강 국립암센터

  2) Clinical course and prognosis of high grade
      Ta urothelial cancer and CIS of the bladder

김 우 가톨릭의

  3) Bladder preservation for muscle-invasive cancer 장성구 경희의

  4) Review of uncommon situations in 
      invasive bladder cancer

정문기 부산의

Special Lecture (II) 좌장 황태곤 가톨릭의

  Disease outcome of surgical treatment 
  for localized and high risk prostate cancer

Bill Wong
Queen Elizabeth 

Hospital, 
Hong Kong

Prostate cancer 좌장
김법완
강성학

경북의
가톨릭의

  1) Risk factors and prevention of prostate cancer 천 고려의

  2) Detection and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손동완 가톨릭의

  3) Prostatitis as risk factor of prostate cancer 최한용 성균 의

  4) Therapeutic options in androgen-independant
      prostate cancer

하유신 가톨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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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제 연 자

Impact of cancer treatment on quality of life 
in urologic field

좌장
백제승
이동환

서울의
가톨릭의

  1) Impact of sexual function on prostate cancer
      management 

김세웅 가톨릭의

  2) Urinary incontinence and voiding dysfunction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김 철 가톨릭의

  3) Voiding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after          
orthotopic neobladder

이지열 가톨릭의

 Staff Workshop

일시: 2006. 7. 1 (토)

장소: 제주도 라마다 호텔

토의 안건

1) 수요 독회 개선방안

2) 공의 교육 개선방안

3) 공의 논문  국내외 연제발표 황  활성방안

4) 교실 Staff의 공

5) 교실원  동문 경조사 규정

6) 교실  개원동문간의 학술교류  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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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료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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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진 223 205 209 228 211 245 232 212 228 201 249 174 2617

재진 1540 1400 1407 1375 1358 1320 1435 1298 1448 1440 1550 1397 16968

합계 1763 1605 1616 1603 1569 1565 1667 1510 1676 1641 1799 1571 19585

강남성모병원
진 343 362 286 333 346 386 390 345 349 388 421 346 4295

재진 1802 1804 1709 1895 1811 1930 1942 1863 1800 1892 2050 1805 22303

합계 2145 2166 1995 2228 2157 2316 2332 2208 2149 2280 2471 2151 26598

  

의정부 성모병원
진 328 311 376 411 404 464 414 351 327 345 470 364 4565

재진 1347 1203 1387 1353 1431 1580 1541 1428 1404 1449 1557 1485 14165

합계 1675 1514 1763 1764 1835 2044 1955 1779 1731 1794 2027 1849 21730

성 바오로 병원
진 222 251 252 218 235 292 305 228 277 283 280 223 3066

재진 1177 1126 1145 1174 1176 1262 1287 1177 1209 1301 1379 1266 14679

합계 1399 1377 1397 1392 1411 1554 1592 1405 1486 1584 1659 1489 17745

성모자애병원
진 149 156 198 207 214 275 224 198 234 202 306 204 2567

재진 894 825 916 940 987 1229 1148 1015 1059 1078 1221 1030 12342

합계 1043 981 1114 1147 1201 1504 1372 1213 1293 1280 1527 1234 14909

성가병원
진 258 204 220 262 273 308 261 231 213 238 332 237 3037

재진 965 920 981 961 983 1066 1114 1100 1036 1054 1277 1033 12490

합계 1223 1124 1201 1223 1256 1374 1361 1331 1249 1292 1609 1270 15527

성 빈센트 병원
진 331 302 307 367 399 389 392 301 317 332 484 371 4292

재진 1660 1428 1459 1610 1534 1789 1736 1449 1500 1551 169 1588 18995

합계 1991 1730 1766 1977 1993 2178 2128 1750 1817 1883 2175 1959 23287

성모병원
진 161 168 187 179 189 205 183 163 201 170 214 165 2185

재진 682 571 612 671 710 690 736 617 699 757 757 656 8158

합계 843 739 799 850 899 895 919 780 900 927 971 821 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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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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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74 61 55 50 55 57 57 60 55 54 67 40 685

강남성모병원

82 71 77 79 100 93 84 74 90 110 121 95 1076

의정부 성모병원

53 41 67 55 76 82 67 49 58 60 100 80 788

성 바오로 병원

119 122 116 98 124 142 108 115 112 117 134 122 1429

성모자애병원

41 24 40 46 44 53 49 46 43 48 68 47 549

성가병원

61 49 73 60 90 67 60 64 50 75 83 47 779

성 빈센트 병원

85 71 76 86 60 86 76 58 60 73 85 79 895

성모병원

25 14 23 18 19 27 17 16 26 27 25 1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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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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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52 46 44 34 44 36 39 39 42 44 56 39 512

강남성모병원

73 71 62 71 82 83 69 63 69 88 108 89 928

의정부 성모병원

49 45 53 37 64 58 51 30 39 57 74 67 624

성 바오로 병원

47 46 33 33 41 46 36 39 37 48 55 61 522

성모자애병원

33 23 27 45 38 49 36 30 36 39 59 42 457

성가병원

42 35 63 50 74 66 58 57 39 64 86 52 736

성 빈센트 병원

63 50 56 64 37 62 64 35 42 54 65 59 651

성모병원

24 21 18 31 13 22 17 8 20 23 26 16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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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인사 동정

▪ 교수동정

조용  교수 ․Western Pacific Congress of Chemotherapy and Infectious 

Disease(WPCCID)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자문 원)선정  

2006.4

․International Society of Chemotherapy (ISC)

-Steering committee member (운 원) 선정  2006.11

․국립보건원 질병 리본부 자문 원   2007. 2

황태곤 교수 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취임.  2006.11

김세웅 교수 한 남성과학회 총무이사 선임  2006. 3

성모병원 과장 취임  2006.9

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 홍보이사 선임  2006.11

김 철 교수 강남성모병원 과장 취임  2006.3

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 부총무 선임  2006.11

윤문수 교수 명 교수   2006.8

▪ 신규임용 김효신 부천 성가병원 임상강사    2006.3

최아람 의정부 성모병원 임상강사  2006.5

▪ 퇴직 윤문수 교수     2006.8

박왕진 임상강사  2006.2

▪ 진 김세웅 부교수 → 교수, 성모병원 과장

손동완, 홍성후 임강사 → 조교수

장  임강사 → 조교수 우

고 성 임강사 우 → 임강사

▪ 해외연수 김 우 조교수 (성바오로병원); UC San Diego. USA 2005.3-2006.2

서성일 조교수 (강남성모병원); Emory University, Winship Caner 

Institute, USA 2005.9-2006.10

이용석 조교수 (의정부성모병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edical center, USA 2006.3–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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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김진호 동문 확장이  2006년 5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4 신스카이 라자 701호 마로비뇨기과

백철종 동문 개원 2006 5월

시 서구 둔산1동 1419번지 504/505호 굿모닝 비뇨기과

성수용 동문 개원 2006년 7월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514번지 수요양병원

이주헌 동문 확장이  2006년 7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1-4 오창산업단지 내 오창 라자-I(one) 305호 

굿모닝 피부비뇨기과

임필빈 동문 개원 2006년 7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강남한일빌딩 5층 유앤아이여성비뇨기과

윤문수 동문 개원 2006년 8월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 5가 25번지 윤문수비뇨기과

김재웅 동문 개원 2006년 8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15층 1514-16호 골드만 비뇨기과 인천

이승주 동문 개원 2006년 10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10 성수역 2번출구 외환은행 5층 

다니엘피부비뇨기과

▪근무지 변경

정기욱 동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6번지 메디피아빌딩 안산 테마의원

하재성 동문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4-10 서울메디컬빌딩 4층 서울탑피부비뇨기과

박왕진 동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번지 천호빌딩 5층 네오비뇨기과

정웅교 동문 강원도 원주시 앙동 60-24번지 2F 성수용비뇨기과

임재균 동문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3-20 부평메디아4층 이 재 비뇨기과

장 수 동문 경기도 도립병원 비뇨기과

▪군의  발령

장  훈 동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76사단 116연  의무 장

▪공 보건의 발령

임승  동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43-3번지 동두천시 보건소

▪기타소식

동문수첩 개정  발간 200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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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직원 해외 출장

일시 학회명 개최지 참가 교수  공의

2006.2.18 1st Korea-Japan Friendly LUTS 
Meeting

Tokyo, Japan 이지열

2006.4.5-4.8 21St.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Paris, France 이충범, 김 철,
이지열, 하유신

2006.4.12 -4.15 일본비뇨기과학회 Fukuoka, 
Japan

황태곤

2006.4.27-4.29 17th ESPU Meeting Athens, 
Greece

한창희, 서홍진

2006.5.20-5.25 2006 AUA annual meeting Atlanta,
USA

황태곤, 이동환, 김 우

2006.6.23-6.24 International Symposium Urinary 
Tract Infection

Weimar, 
Germany

조용

2006.8.17-8.20 24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Cleveland, 
USA

홍성후

2006.8.22-8.26 8th Congress of the Urology 
Association of Asia

Bali,
Indonesia 

조용 , 이지열,
이승주, 하유신,
김효신, 양조환,
최 섭

2006.9.6 The 1st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PPCS) meeting

Tokyo Japan 김 철, 이지열,
김 우, 장 

2006.9.6-9.9 31st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Urogynecological 
Association (IUGA)

Athens, 
Greece

이동환, 이지열,
이승주

2006.9.15-9.19 3rd East Asian Society of 
Endourology (EASE) Annual 
Meeting

Taiwan 황태곤

2006.9.17-9.21 12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exual 
Medicine (ISSM)

Cairo, Egypt 김세웅

2006.9.22-9.23 23rd Korea-Japan Urological 
Congress

Nara, Japan 황태곤 

2006.10.21 FNUS Fukuoka, 
Japan

이지열

2006.11.12-16 Société Internationale d'Urologie 
2006

Cape town, 
South Africa

고 성

2006.11.27-12.2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2006

Christchurch 
New Zealand 

김 철, 이지열

2006.12.3-12.6 4
th Asia UTI/STD Forum 

(AAUS2006)
Fukuoka  
Japan

조용 , 한창희

2007.2.22-2.24 ASCO 2007 Prostate Cancer 
Symposium

Orlando 
Florida USA

김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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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실 일지

▪ 2006. 3.18 양조환 공의 득녀

▪ 2006. 3.25 비뇨기과 주임교수 이,취임식

▪ 2006. 5.  8  임재균 동문 득남

▪ 2006. 5.16 장   교수 득녀

▪ 2006. 5.20 홍성후 교수 자녀상

▪ 2006. 6.10 제8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엄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

▪ 2006. 7.  1- 7. 2 Staff Workshop (제주도 라마다호텔)

▪ 2006. 8.  3 이승주 동문 득남

▪ 2006. 8.29 윤문수 교수 퇴직  명 교수 

▪ 2006. 9.  1  김세웅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과장취임

▪ 2006. 9.16 임승  동문 결혼

▪ 2006.11.13 이윤보 동문 작고 

▪ 2006.12.16 제10회 동문학술 회  송년회 안내 (서울 팔 스호텔)

▪ 2006.12.31 유재석 동문 득남

▪ 2007. 1.  3 2007년도 가톨릭의  비뇨기과 교실 신년하례식 (서울 팔 스호텔)

▪ 2007. 1.11 문의 자격 1차 시험 

▪ 2007. 1.13 윤재  동문 자녀결혼

▪ 2007. 1.14 김학술 동문 자녀결혼

▪ 2007. 1.20 문의 자격 2차 시험 

문의 합격자: 류기 , 박덕진, 석노성, 양조환, 유재석, 이 하, 최 섭

▪ 2007. 1.23 김효신 교수 득남

▪ 2007. 2. 7 2007년도 가톨릭의  비뇨기과 입국식  사은회 (63빌딩)

공의 1년차: 배웅진, 유제모, 이동섭, 이 림, 정무열

▪ 2007. 2.16 학원 학  수여식

석사 학 : 김재웅, 김수진, 김수환(가톨릭의 )

박사 학 : 손동완(부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