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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  직 
   

총 27명 

교수 7명, 부교수 6명, 조교수 6명, 임강사 3명, 임상강사 5명

1. 성모병원 : 2. 강남성모병원 : 

교수 ---
조용 (주임교수), 

김세웅(과장)
교수 --- 박용 , 황태곤

조교수 --- 손동완 부교수 --- 김 철(과장)

임상강사 --- 김성 조교수 --- 홍성후

임상강사 --- 조 진

3. 의정부 성모병원 : 4. 성 바오로병원 : 

교수 --- 강성학 부교수 --- 조수연(과장)

부교수 --- 한창희(과장) 조교수 --- 김 우

조교수 --- 이용석 임상강사 --- 박덕진

임상강사 --- 최아람

5. 성빈센트병원 : 6. 부평성모자애병원 : 

교수 --- 조 행 교수 --- 이동환

부교수 --- 이충범(과장) 부교수 --- 서홍진(과장)

임강사 --- 하유신

7. 부천성가병원 : 8. 성모병원 :  

부교수 --- 이지열(과장) 조교수 --- 장  (과장), 김두배

임강사 --- 고 성, 김효신 임상강사 --- 곽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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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총 23명) 

1. 성       모: R4 정윤석, 조강 , R3 최항원, R2 김희연, 이남석, R1 이 림

2. 강       남: R4 최용선, R3 정진우, 김선욱, R2 이병희, R1 배웅진, 유제모 

3. 의정부 성모: R4 김수환, R2 정문수, R1 정무열

4. 성       가: R4 이 배, R2 김성인

5. 성 빈 센 트: R4 김수진, R2 이호재, R1 이동섭

6. 성 모 자 애: R3 정조운

7. 성 바 오 로: R3 윤병일

 전공의 근무표 

  2007년 가톨릭 학교 비뇨기과 공의 근무표

년차 이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이현림 여의도 강   남

배웅진 강   남 여의도

유제모 강   남 수   원

이동섭 수   원 의정부

정무열 의정부 강   남

R2 김성인 부  천 강   남 수   원

김희연 여의도 부   평 강   남

이남석 여의도 수   원 부   평

이병희 강   남 여의도 부   천

정문수 의정부 여의도 바오로

이호재 수   원 부   천 여의도

R3 정조운 부   평 강   남 여의도

김선욱 강   남 바오로 강   남

최항원 여의도 강   남 의정부

윤병일 바오로 여의도 강   남

정진우 강   남 의정부 여의도

R4 김수환 의정부 여의도

정윤석 여의도 의정부

조강준 여의도 강   남

최용선 강   남 여의도

김수진 수   원 부   천

이광배 부   천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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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사 운

 대학원

1. 학원 강의

기

이수구분 과목명 학 요일 교시 담당교수 근무기 직

독필수 석사 독 1 목 10 조 행 성빈센트병원 교  수

공필수 일반 비뇨기과학 3 월 10, 11, 12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교  수

공필수 립선병태생리학 3 01, 02, 03 강성학 의정부성모병원 교  수

공선택 배뇨장애의 병태생리학 2 10, 11 이동환 성모자애병원 교  수

공선택 비뇨기 역의 기세포 2 목 11, 12 이지열 성가병원 부교수

독필수 박사 독 1 토 01 박용 강남성모병원 교  수

공필수 신경인성 방 3 화 01, 02, 03 김 철 강남성모병원 부교수

공필수 비뇨기종양학 3 목 01, 02, 03 조용 성모병원 교  수

공필수 내비뇨기과학 3 수 01, 02, 03 황태곤 강남성모병원 교  수

후기

이수구분 과목명 학 요일 교시 담당교수 근무기 직

독필수 석사 독 1 목 10 이충범 성빈센트병원 부교수

공필수 비뇨기 해부학 3 월 10, 11, 12 강성학 의정부성모병원 교 수

공필수 발기부 의 병태생리학 3 01, 02, 03 김세웅 성모병원 교  수

공선택 비뇨기 태생학 2 목 11, 12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교  수

공선택 비뇨기기형 2 수 01, 02 조수연 성바오로병원 부교수

공선택 요로폐색 2.0 10, 11 서홍진 성모자애병원 부교수

공필수 박사 독 1 토 01 김 우 성바오로병원 조교수

공필수 비뇨기 병리조직학 3 화 01, 02, 03 조용 성모병원 교  수

공필수 요로결석 3 목 01, 02, 03 황태곤 강남성모병원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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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과정 : 박왕진, 하유신, 김효신

3. 석사과정 : 최아람, 김선욱, 윤병일, 김성인, 이남석

4. 석-박 통합과정 : 윤병일, 김성

5. 학 취득

2007.8

학위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박사 홍성후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세포주에서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세포증식 억제효과 

황태곤

석사 최용선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쥐에서 gensenoside와 
Urovaxom의 항균효과

조용

석사 조강
과민성방  여성에서 항콜린제 치료 후 Nerve growth 
factor와 Prostaglandin E의 변화

김 철

2008.2

학위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박사 고 성 인체 근육유래 기세포의 말 신경재생 유도효과 이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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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학생 강의

   1. 의학과 3학년 1학기 비뇨기과학

날짜 단원명 담당교수

3월 5일 총론(anatomy, Embryology) 한창희

3월 5일 총론(Symptom of Disorder of G-U tract, Physical 

Exam of G-U tract)
이충범

3월 12일 총론(Laboratory & Radiological Exam of G-U tract, 

Interventional & Radiolonuclide Imaging, Retrograde 

Istrumentation)

이지열

3월 12일 비뇨생식기 손상(Injury of G-U tract) 서성일

3월 19일 복강경 수술(Laparoscopic surgery in urology) 황태곤

3월 19일 요로폐색(Urinary obstruction & Stasis) 강성학

3월 26일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서홍진

3월 26일 비뇨생식기감염(G-U tract infection) 김 우

4월 2일 배뇨장애(Voiding dysfuction, Neurogenic bladder) 김 철

4월 2일 요실 , 방 정낭질환(Incontinence, Disorders of the 

bladder and seminal vesicles)
이동환

4월 16일 남성불임, 남성성기능장애(Infertility, Importence) 김세웅

4월 16일 비뇨생식기 종양(Urothelial tumor) 조용

   2. 의학과 2학년 2학기 신장학

날짜 단원명 담당교수

11월 22일 통합강의(신장학 : 요로결석) 조수연

11월 22일 통합강의(신장학 : 비뇨생식기 종양) 손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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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업

 기초

자 논문제목 게재지

Ha US, Cho Y-H Immunostimulation with Escherichia coli extract: 
prevention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

Int J Antimicrob 
Agents. 30(4)
:E-journal 

Han CH, Kim SH, 
Kang SH, Shin OR, 
Lee HK, Kim HJ, 
Cho Y-H

Protective effects of cranberries on infection-induced 
oxidative renal damage in a rabbit model of vesico-ureteric 
reflux.

BJU Int. 2007 
100(5) 
:1172~1175

Park JS, Kim S, 
Han DK, Lee JY, 
Ghil SH

Isolation of neural precursor cells from skeletal muscle 
tissues and their differentiation into neuron-like cells.

Exp Mol Med 2007 
39(4):483~490

Han CH, Yang CH, 
Sohn DW, Kim SW, 
Kang SH, Cho Y-H

Synergistic effect between lycopene and ciprofloxacin on 
a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Int J Antimicrob 
Agents. 2007. 
30(4) :E-journal

추 엽, 이지열, 
박원희, 정용식

자가근육 기세포가 유착된 Hydroxapatite/chitosan 
복합체를 이용한 방 확 술

한비뇨기과학회지 
48(3):433~438

김수환, 한창희, 
강성학 

방 요 역류 토끼모델에서 감염에 의한 산화성 신손상에 한 
크랜베리의 방어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48(5):536~541

추 엽, 이지열, 
박원희, 정용식

흰쥐에서 요실 의 주사요법제로서 근육유래 
기세포/키토산/수산화아 타이트 복합겔의 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48(6):627~632

최용선, 조용 , 
한창희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쥐에서 Ginsenoside 혹은 
Urovaxom

Ⓡ과 Ciprofloxacin의 상승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48(8):849~857

김 우, 조수연, 
박덕진, 윤병일, 
이지열

방 출구폐색에 동반된 배뇨근과활동성에서 Rho Kinase 
억제제의 향 

한비뇨기과학회지 
48(8):832~837

김수진, 황태곤, 
김 철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으로 유발된 과활동성방 에서 
무스카린수용체 아형에 한 길항제의 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48(10)
:1044~1049

이햇님, 이지 , 
고 성, 김 우, 
변석수, 이상섭, 
이지열

요실  모델 쥐에서 근육 기세포/Alginate/Polycaprolactone 
복합체의 주사요법. 

한비뇨기과학회지 
48(12)
:1296~1301

이승주, 이규성, 
정성진, 이상은, 
조용

성단순성방 염 여성 환자에서 분리된 요로감염균에 한 
Tosufloxacin과 Ofloxacin, Levofloxacin의 항균력 비교

감염과화학요법지 
39(4):202-207

김성 , 손동완, 
이승주, 김세웅, 
조용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와 성 성 질환과의 계 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지 2(2)
: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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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손동완, 윤병일, 
김성 , 이은정, 
김희석, 황성완, 
황성연,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본태성고 압 수컷흰쥐에서 KH-204가 음경 발기부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약학회지 
38(3):239-244

이은정, 김희석, 
손동완, 김세웅, 
조용 , 황성완, 
황성연

고지 증 흰쥐에서 생약제제 KH-204의 발기부  치료 연구 한국생약학회지 
38(1):50-55

 임상

자 논문제목 게재지

Hong SH, Kim JC, 
Hwang TK

Laparoscopic partial cystectomy with en bloc resection 
of the urachus for urachal adenocarcinoma.

Int J Urol. 2007 
14(10):963~965

Choo MS, Ku JH, 
Lee JB, Lee DH, 
Kim JC, Kim HJ, 
Lee JJ, Park WH

Cross-cultural differences for adapting overactive 
bladder symptoms: results of an epidemiologic survey 
in Korea.

World J Urol. 
2007. 25(5) 
:505~511

Kim JC, Chung BS, 
Choi JB, Lee JY, 
Lee KS, Park WH, 
Choo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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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Urogynecol J 
Pelvic Floor 
Dysfunct. 2007. 
18(11)
:1331~1335

Thomas S. Lendvay, 
Robert Sweet, 
Chang-Hee Han, 
Tarkan, Soygur, 
Jan-Fan Cheng, 
J. Chadwick Plaire, 
Jay S. Charleston, 
Lynne B. Charleston, 
Shelly Bagai, 
Kimberly Cochrane, 
Eric Rubio, and 
James A. Bassuk

Compensatory paracrine mechanisms that define the 
urothelial response to injury in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Am J Physiol Renal 
Physiol 2007. 
293(4):1147-1156

Kim ME, Ha US, 
Cho Y-H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in South Korea: a multicentre study in 2006.

Int J Antimicrob 
Agents. 2007. 
31(1):E-journal

Ha US, Kim ME, 
Kim CS, Shim BS, 
Han CH, Lee SD, 
Cho Y-H

Acute bacterial prostatitis in Korea: clinical outcome, 
including symptoms, management, microbiology and 
course of disease.

Int J Antimicrob 
Agents. 2007.
31(1):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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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Kim JC, Yoo JS, 
Park EY, Hong SH, 
Seo SI, Hwang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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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U Int. 2007.
100(4):E-journal

Oh SJ, Choo MS, 
Kim HS, Kim JC, 
Lee JG, Yun JM, 
Kim DY, Paick JS, 
Lee JY, Chung BS, 
Min KS, Kim YH, 
Jung HC, Son H, 
Jeong JY, Rho J, 
Lee KS, Park WH, 
Ku JH

Generic and Disease-Specific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Coital Incontinence: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Gynecol Obstet 
Invest. 2007.  
11;65(1)
:E-journal

유재석, 김 철, 황태곤 과민성방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항무스카린제 치료효과의 
후인자 

한비뇨기과학회지 
48(1):66~71

김 우, 박왕진, 최용선, 
조수연

상동맥질환 환자에서 발기부 과 상동맥 침범정도의 연 성 한비뇨기과학회지 
48(1):94~102

이승주, 김수진, 우 남, 
김법완, 장성구, 김민의, 
김철성, 이정구, 심 석, 
김형진, 정병하, 조인래, 
이상돈, 조용

재발성 단순방 염환자에게서 유로박솜의 치료효과  안 성: 
다기  공개 임상 연구

한비뇨기과학회지 
48(4):428~432

조강 , 손동완, 김세웅 근치  방 출술 후 정 성 회결장 방 치술과 회장 
방 치술의 합병증  요역동학  검사의 비교

한비뇨기과학회지 
48(5):494~499

한창희, 홍성후, 원유동, 
김 철, 황태곤

Percutaneous embolization of renal artery 
pseudoaneurysm after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한비뇨기과학회지 
48(6):659~662

이강훈, 김 우, 조수연, 
박덕진, 윤병일, 김선욱, 
권동일

가토에서 HistoacrylⓇ 와 Lipiodol 혼합물을 이용한 신동맥 
색 술의 유용성 

한비뇨기과학회지 
48(9):903~909

정윤석, 황태곤, 김 철 하부요로증상/ 립선비 증 환자에서 방 출구 폐색의 유무  
방  기능에 따른 경요도 립선 제술의 결과  만족도

한비뇨기과학회지 
48(9):965~970

조강 , 하유신, 이충범 청 PSA 4-10ng/ml이고 반복  경직장 립선생검이 음성인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립선암 진단을 한 
경요도  립선 제술의 역할 

한비뇨기과학회지 
48(10)
:1010~1014

고 성, 김효신, 김 우, 
이용석, 김석일, 이규성, 
주명수, 이지열 

폐쇄공을 통한 요실  수술후 재발한 환자에서 이차  시도로서 
테이  단축술과 tension-free vaginal tape 재시술의 비교

한비뇨기과학회지 
48(11)
:1149~1154

이 배, 김효신, 고 성, 
김 우, 이용석, 서홍진, 
이동환, 이지열

여성요실  환자에서 Tension-free Vaginal Tape 술식 후 
방 장증상의 변화

한비뇨기과학회지 
48(12)
:1289~1295

윤병일, 황태곤, 김 철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이 요실   하부요로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향

한비뇨기과학회지
49(2):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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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하유신, 조용 성 세균성 립선염 한의사 회지. 
2007.50(10)
:903~907

손동완, 박덕진, 김성 , 
김수진, 정윤석, 조강 , 
최항원,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여성복압성요실 환자에서 동  자기공명 상으로 찰한 
TVT수술 후의 골반  변화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1(1) 
:19-23

이동환, 정조운, 서홍진 여성복압성 요실 환자에서 부요도 슬링수술 후 시행한 테이  
단술: 1년 추  결과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1(1) 
:59-62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병원감염의 황과 책 한요로생식기감염
학회지 2(1):1-11

이상돈,이승주,황태곤,
윤덕기,이규성,이상은,
주명수,심 석,조인래,
김민의,류수방,김철성,
김 곤,김천일,류 열,
조용

Multicenter clinical outcome of Gatifloxacin for chronic 
prostatitis (NIH category II or IIIa) in Korea

한요로생식기감염
학회지 2(1):53-58

홍성후, 원유동, 황태곤, 
김 철

근치  립선 출술 후 요자제의 진정한 의미는? 한비뇨기종양학회지 
5(1):7-15

박상미, 한창희, 원유동, 
정희선, 김상희, 이윤정,
김 수, 윤선애, 김 옥

요로결석 환자에서 요 경하 배석술 후 발생한 패 성 쇽을 동반한 
성 췌장염

한신장학회지 
26(3):368~72

 증례

자 논문제목 게재지

Jung SE, Lee JM, 
Kang CS, Cho Y-H

Sclerosing lipogranuloma of the scrotum: sonographic 
findings and pathologic correlation

J Ultrasound Med. 
2007 26(9)
:1231~1233

Sung Hoo Hong, 
Joon Chul Kim, 
Tae-Kon Hwang

Laparoscopic partial cystectomy with en bloc resection of 
the urachus for urachal adenocarcinoma

Int J Urol
2007;14(10):963-5

윤병일,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요로감염을 동반한 양측 방 요 역류와 름씨 종양 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지 
2(2):221-224

홍성후, 김 철, 황태곤 정삭으로 이된 에스자 결장암 한 장항문학회지 
23(3):203~205

한창희, 홍성후, 원유동, 
김 철, 황태곤

경피  색 술로 치료한 복강경 신부분 제술 후 발생한 가성 
신동맥류

한비뇨기과학회지 
48(6):659-662

김희연, 신옥란, 장은덕, 
윤병일, 정문수, 정윤석, 
한창희

Congenital prepubic sinus: a variant of urethral 
Duplication

한비뇨기과학회지 
48(8):88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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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자 책제목 지원기

이용석 한 립선학회 10년사 한 립선학회

김 철, 장  , 이동환 여성요실 의 보존치료: 제2부 
요실 의 진단  치료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연구비 수혜

연구기간 지원기 지원사업명
책임

연구자
연구비 과제명

2007/03/01 ~
2008/02/28

가톨릭 학교 2007년 성의장학  
학술연구사업

김 우 15,000,000 OLETF 당뇨쥐에서 당뇨시기에 
따른 방 내 Rho-Kinase발 의 
변화  이와 연  된 방 기능의 변화

2007/03/01 ~
2008/02/28

가톨릭 학교 2007년 성의장학  
학술연구사업

서성일 15,000,000 b2-microglobulin 신호경로를 
통한 골 이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

2007/03/01 ~
2009/02/28

(주)바이엘코
리아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2,760,000 일상 진료하에서 Levitra의 안 성, 
유효성, 환자의 수용성을 평가하기 

한 비간섭, 찰, 향 , 다국가, 
시 허가 후 조사연구

2007/04/01 ~
2008/02/29

(주)한독약품 외부수탁연구 조용 4,025,000 Gatiflo PEP in Prostatitis: 국내 
만성 립선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약물 치료 효과에 한 다기  

찰조사연구

2007/04/01 ~
2008/02/29

한국과학재단 2007년 국가지정 
연구소재은행II

이지열 100,000,000 립선 은행

2007/06/01 ~
2008/12/31

(주)한국아스
트라제네카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1,150,000 호르몬요법을 받고 있는 립선암 
환자의 PSA 수치변화와 불안과의 
상  계를 평가하기 한 찰 연구 

2007/07/01 ~
2007/12/31

(주)일동제약 외부수탁연구 조용 23,000,000 여성 성단순방 염환자에 한 
cefcapene Pivoxil (Flomox)의 
유효성  안 성 공개 임상 시험

2007/07/23 ~
2008/04/30

교육부 2007년 
학특성화(진료

표 화)

김세웅 2,500,000 립선비 증

2007/08/20 ~
2007/11/30

(주)한국다이
이 제약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5,750,000 크라비트(levofloxacin) 고용량 
정제 250mg, 500mg 안 성 검증을 

한 시 후 성 조사

2007/09/01 ~
2008/06/30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2007년 
기거 사업

이지열 70,000,000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의 제조 
기술  제품 개발

2007/09/01 ~
2008/08/31

가톨릭 학교 2006년 세포치료  
기 과학 연구사업

김세웅 10,000,000 간엽 기세포를 이용한 음경해면체 
평활근 재생

2007/09/01 ~
2008/08/31

가톨릭 학교 2006년 세포치료  
기 과학 
연구사업

이지열 20,000,000 인간유래 근육 기세포의 추  
말 신경 세포로의 분화  마이크로 
어 이 기법을 이용한 인간유래 
근육 기세포의 유 자 발 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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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지원기 지원사업명
책임

연구자
연구비 과제명

2007/09/01 ~
2008/08/31

한국과학재단 2007년 
특정기 사업

조용 95,000,000 유치 가테터내 요로감염균의 biofilm 
형성기 과 병원성 유 자 발  연구

2007/10/01 ~
2008/09/30

(주)동국제약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22,310,000 립선암 환자에서 로 린 데포주의 
유효성  생활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2007/10/01 ~
2008/07/31

(유)한국릴리
제약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48,633,500 양성 립선비 증이 있는 아시아인 
남성을 상으로 12주간 1일 1회 
타다라필  탐스로신 투여시 
유효성과 안 성을 평가하기 한 
무작  배정, 이 맹검, 약 조, 
평행 디자인의 일서 연구 

2007/10/01 ~
2008/03/31

(주)알앤엘바
이오

외부수탁연구 이지열 20,000,000 요실  동물모델에서 태반 
탈락막 기세포 주사요법이 
요 출압과 요도 약근 수축력에 
미치는 향

2007/10/1 ~
2012/8/31

산업자원부 이지열 $70,000/yr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의 제조 
기술  제품 개발

2007/10/15 ~
2009/03/31

(주)SK 미칼 외부수탁연구 김세웅 43,700,000 당뇨를 가지고 있는 발기부  환자에 
한 SK3530의 유효성  안 성을 

평가하기 한 이 가림, 
무작 배당, 약 조, 병행 다기  
제3상 임상시험

2007/11/01 ~
2008/08/31

(주)한독약품 외부수탁연구 이지열 12,000,000 Efficacy and Safety of Alfuzosin 
the Treatment of Voiding 
Dysfunction in Female: An 8 
Week Prospective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Parallel 
Group Study (Phase II)

2007/12/1 ~
2008/11/30

RNL 바이오 외부수탁연구 이지열 $20,000/yr 요실  동물모델에서 태반 
탈락막 기세포 주사요법이 
요 출압과 요도 약근 수축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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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회활동

 국제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22th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Muscle derived stem 
cell/Alginate/PCL/ injection 
therapy in rat model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Koh J.S., Kim 
H.S., Kim J.C., 
Lee D.H., Lee 
H.N., Ghil S.H., 
Lee S.S., Lee J.Y

03-21~03-24
Berlin, Germany

22th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Human muscle stem cell therapy in 
cryo-injured bladder of nude mouse

Koh J.S, Kim 
H.S, Kim J.C, 
Lee D.H, Ghil 
S.H, Lee S.S, 
Lee J.Y

03-21~03-24
Berlin, Germany

22th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The Antihyperplatic effect of oral 
catechin in a rat model of benign 
prostate hypertrophy

Kim S.W, 
Ha Y.S, 
Sohn D.W, 
Cho Y-H

03-21~03-24
Berlin, Germany

22th Annual 
Congress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Urothelial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and detrusor overactivity 
in rats with bladder outlet 
obstruction

Kim JC 03-21~03-24
Berlin, Germany

25th Internatinal 
Congress of 
Chemotherapy

Efficacy and safety of Uro-vaxom 
treatment for patients with 
recurrent cystitis : open multiple 
study

U-S.Ha, 
S-G.Chang, 
H-K.Park, 
S-J.Yoon, 
Y-H.Cho

03-31~04-03
Munich, Germany

25th Internatinal 
Congress of 
Chemotherapy

Efficacy and safety of gatifloxacin 
for chonic prostatitis (NIH category 
II or IIIa) in Korea

S.Lee, M.Kim, 
C.Kim, B.Shim, 
D.Kim, C.Han, 
Y.Ha, Y.Cho

03-31~04-03
Munich, Germany

25th Internatinal 
Congress of 
Chemotherapy

Acute bacterial prostatitis - Korean 
experience

Yong-Hyun,Cho 03-31~04-03
Munich, Germany

2007 AUA 
Annual Meeting

Incidence and Characteristics of 
Urolithiasis in Patients with 
Malignant Hematologic Diseases

DW.Sohn, 
KJ.Cho, 
SW.Kim, 
Y-H.Cho

05-19~05~24
Anaheim, USA

2007 AUA
Annual Meeting

Issues in Endouology (Moderator) Hwang TK 05-19~05~24
Anaheim, USA

2007 AUA
Annual Meeting

Advances in laparoscopic kidney 
surgery

Hwang TK 05-19~05~24
Anaheim, USA

2007 AUA
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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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Youl Lee, 
Hyo Sin Kim, 
Jun Sung Koh, 
Haet Nim Lee, 
Hyun Woo Kim, 
Chang Hee Han, 
Sung Ho Ghil, 
Sang Saeb Kee, 
Sun Hoong Yuk, 
Jin Ho Lee

05-19~05~24
Anaheim,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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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32th International 
Urogynecologic 
Association 
(IUGA)

Efficacy of transobturator 
midurethral sling procedure in 
female stress incontinence with 
decreased urethral function: A 
comparitive study of Inside-Outside 
and Outside-Inside

Kim JC, Jang J,
Kim JH, Lee DH.

06-12~06-16
Cancun, Mexico

32th International 
Urogynecologic 
Association 
(IUGA)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 
for the repair of vaginal vault 
prolapse and uretine prolapse: a 
prostective, multicenter study.

Lee YS, Han DH, 
Chung JW, Lee 
YS, Lee JY, Kim 
JC, Lee SE, Park 
WH, Lee JG, Kim 
H, Choo MS.

06-12~06-16
Cancun, Mexico

32th International 
Urogynecologic 
Association (IUGA)

Changes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fter 
tension-free transvaginal tape 
(TVT) procedure: 3-year follow-up.

Lee DH, Sug HJ, 
Lee JY, Kim JC, 
Park WH.

06-12~06-16
Cancun, Mexico

11th Bienni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Society for 
Sexual Medicine

The Effects of Herbal Formulation 
KH-204 on the Penile Erection and 
Corpus Cavernosum of 
Hypertensive male Rats

DW.Sohn, YS. 
Choi, EJ.Lee, 
HS.Kim, 
SW.Hwang, 
SD.Kim, 
Y-H.Cho, 
SW.Kim

10-06~10-10
Shilla Hotel, 
Jeju, Korea

The 2
n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Impact of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on Urinary 
Incontinence, Voiding and Storage 
Symptoms 

U-S.Ha, 
B-I,Yoon, 
T-K.Hwang, 
J-C.Kim

10-19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The 2
n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Prevalence of genital mycoplasma 
infection and treatment efficacy in 
women with overactive bladder 
symptoms 

Ji-Yoon Kim, 
Deok Hyun Han, 
Young Sook Lee, 
Joon Chul Kim, 
Myung Soo Choo, 
Won Hee Park, 
Kyu-Sung Lee

10-19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25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WCE)

Advances in Endourology (Speaker) Hwang TK 10-30~11-03
Cancun, Mexico

25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WCE)

Comparison of hand-assisted 
versus standard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Hong SH 10-30~11-03
Cancun, Mexico

25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WCE)

Hand-assisted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for kidneys with 
multiple arteries

Hong SH 10-30~11-03
Cancun, Mexico

25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WCE)

The long-term Outcome of 
Retroperitoneoscopic Dismembered 
Pyeloplasty for Ureteropelvic 
Junction Obstruction

Hong SH 10-30~11-03
Cancun, Mexico

9th Annual 
meeting of APAPU

Protective effect of cranberry on 
infection-induced oxidative renal 
damage in vesicoureteral reflux 
rabbit model

Han CH 12-5~12-7
Shanghai,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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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4th Annual Meeting 
of East Asian Society of 
Endourology(EASE)

Recent Updates in Endourology Hwang TK 12-14~12-15
Hongkong, China

4th Annual 
Meeting of East 
Asian Society of 
Endourology 
(EASE)

Prediction of Surgical Margin 
Status and Biochemical recurrence 
i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Treated by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Hong SH 12-14~12-15
Hongkong, China

World Congress on
Controversies in
Urology 

An open, non-comparative, 
multi-center study on the effect of 
Alfuzosin on sexual function using 
male sexual health questionnaire 
(MSHQ) in patients with BPH

JK Park, BH 
Chung, J Cheon, 
MK Chung, SW 
Kim, JY Lee, KS 
Lee, SW Lee, 
KS Park

1-31~2-3
Barcelona, Spain

International 
Congress of Russian 
Infection and 
Chemotherapy 
Society

Current trends of UTI Y-H Cho 2-6~2-10
Moscow, Russia

2nd Asian Network 
of Execellence in 
Urological Science 
Meeting

The Korean Experience of Treating 
Men with LUTS.

JY Lee 2-15~2-17
Kunming, China

 국내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2007년도 한 립선학회 
정기학술 회

Long term results of 
anti-muscarnic treatment in male 
OAB patients

김효신, 고 성, 
김 우, 서홍진, 
이동환, 이지열

03-03
그랜드힐튼호텔

2007년도 한 립선학회 
정기학술 회

Clinical application of PCR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prostatitis syndrome 

이지열 03-03
그랜드힐튼호텔

2007년도 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 회

Training of urologic laparoscopic 
surgery in japan

황태곤 04-13~04-14
구인터불고 호텔

2007년도 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 회

What's the next step if 
mid-urethral sling fails? 

이지열 04-13~04-14
구인터불고 호텔

2007년도 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 회

Update of UPJO management 한창희 04-13~04-14
구인터불고 호텔

한비뇨기종양학회 제20차 
학술 회  총회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prostatic cancer

한창희 08-25
서울백범기념

2007년도 비뇨기과 개원의 
의회 추계학술 회

과민성방  환자에서 Vesicare의 효과 김 철 10-14
서울힐튼호텔

제12차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학술 회

한국 여성에서의 질 길이와 
신체지수와의 상 계

김효신, 고 성, 
김민정, 허수 , 
김사진, 이지열

10-19~10-20
서울아산병원

제12차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학술 회

과민성방  환자에서 Propiverine 
Hydrochloride 40mg의 효과  
안 성

김 철, 조원열, 
허정식, 서주태, 
양상국, 이규성, 
이주환, 주명수, 
김하 , 박철희

10-19~10-20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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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학술 회

Efficacy of transobturator 
midurethral sling procedure in 
female stress incontinence with 
decreased urethral function:a 
comparative study of inside-out 
and outside-in

장  , 김두배 10-19~10-20
서울아산병원

제5차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학술 회

흰쥐에서 만성세균성 립선염에 한 
인삼추출물의 항염, 항균 효과

최용선, 한창희, 
조용

11-04
백범기념

2007년도 
한남성갱년기학회 

추계학술 회

Future perspectives of PDE-5Is: 
combination of PDE-5Is and 
testosterone

김세웅 11-11
백범기념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만성 립선염환자에서 1차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만성세균성 립선염의 
분포

김효신, 이승옥, 
고 성, 김 우, 
조용 , 이지열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한 복합생약 
제제가 고지 증 흰쥐에서 지질 사  
음경발기능에 미치는 향 

김성 , 조강 , 
손동완, 김세웅, 
조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립선 비 증 유발 백서에서 복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생약제제가 미치는 향 

이병희,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흰쥐 음경해면체신경 손상 모델에서 
제  유래 인간 배엽 기세포 
치료의 효과

최아람,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만성세균성 립선염 모델 쥐에서 
Ginsenoside 와 Urovaxom® 의 항균 
효과

최용선, 조용 , 
김세웅, 손동완, 
김성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구기자를 주성분으로한 
복합생약제제가 본태성 고 압 
백서모델에서 압  음경발기능에 
미치는 향 

김희연,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하부요 결석에서 응  
요 경하배석술의 유용성; 응  
체외충격 쇄석술과의 비교

최항원, 손동완, 
김성 , 김세웅, 
조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만성 립선염증과 립선암: 병리학  
연 성 

박덕진, 민기옥, 
정규인, 최아람, 
한창희, 조수연, 
김 우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만성 립선염증이 립선비 증 
증상에 미치는 향: 병리학  소견 

박덕진, 민기옥, 
정규인, 조수연, 
김 우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여성 과민성방  환자의 우울, 불안, 
스트 스 지각  처방안 

박덕진, 정규인, 
이지열, 조수연, 
김 우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조기사정 환자에서 나타나는 우울, 불안, 
스트 스, 지각  처방안 

박덕진, 정규인, 
김세웅, 조수연, 
김 우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Present status of Urological 
Epidemiologic data in Korea: 
BPH/ LUTS/ OAB/ 
Incontinence(특강)

이지열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CUMC 16

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TRT for hypogonadism after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김세웅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냉동손상을  드마우스방 에서 
GIKVIV와 근육 기세포가 신경재생 

 방 수축력에 미치는 향

고 성, 이지 , 
김효신, 한동근, 
이지열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트라이츠인  수 에서 신동맥으로 
직 근하여 조기결찰 후 시행한 좌측 
복강경 근치  신 출술

하유신, 김수진, 
이남석, 이동섭, 
조 행, 이충범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복강경 근치  신 출술의 기경험 시 
좌측과 우측의 비교 : 단일 술자의 경험

하유신, 이남석, 
김수진, 이동섭, 
조 행, 이충범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청 PSA 4-10ng/ml이고 반복  
경직장 립선생검이 음성인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경요도 립선 제술의 립선암에 

한 진단  역할

조강 , 윤병일, 
하유신, 조 행, 
이충범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인체 근육유래 기세포의 
말 신경재생 유도 효과

고 성, 김효신, 
이지열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과민성방  여성에서 항콜린제 치료 후 
요 내 Nerve Growth Factor와 
Prostagalndin E2의 변화

김 철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으로 인한 
배뇨근과활동성의 발 에 한 
무스카린 수용체 아형의 역할

장  , 김수진,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부요도슬링수술시 수술  
방 출구폐색 정도가 수술 후 성공률과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최항원, 조 진, 
홍성후, 황태곤, 
박용 , 김 철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복강경 부분신 제술 시행  동맥성 
출 로 인해 복강경 근치  
신 제술로의 환 1례

정진우,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Bradykinin 수용체 길항제와 
Bisphosphonate의 화합물의 골 이 

립선암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과

서성일, 홍성후, 
김 철, 황태곤, 
Leland Chung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과민성방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서 
Genital Mycoplasma 감염의 
유병률과 치료 후 증상 변화

김지윤, 한덕 , 
김 철, 주명수, 
박원희, 이규성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비뇨기계 종양에서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

이병희, 조 진, 
홍성후, 김 철, 
황태곤, 박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을 
시행한 기 150례의 분석

김선욱,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비의존성 
부신증식에서 시행한 후복막강경 양측 
부신 제술

정조운,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립선암에서의 확산 강조 상 
자기공명 상의 유용성

정조운,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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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과민성방  여성에서 항콜린제 치료 후 
요 내 Nerve Growth Factor와 
Prostagalndin E2의 변화

김 철, 조강 ,
홍성후,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에서 
개면 양성  생화학  재발의 
측인자

조 진, 홍성후, 
서성일, 김 철, 
황태곤, 박용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요 출압이 낮은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폐쇄공을 통한 

부요도슬링수술의 효과: 2년 
추 찰

정조운, 조 진,
홍성후, 황태곤, 
박용 , 김 철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공여신 출술: 순수 복강경하 
공여신 출술과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 출술의 비교

최항원,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복강경 부분 신 제술과 복강경 근치  
신 출술의 술후 청 크 아티닌 비교

정진우,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9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신우요 이행부 폐색에서 후복막강경 
신우성형술의 장기 추  결과

김성인,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11-21~11-23
그랜드힐튼호텔

제5차 한성학회 
추계학술 회

건강한 은 남성과 년 남성에서 성  
자극에 의한 뇌의 활성화

김성 , 정진우, 
정조운, 손동완, 
조용 , 채정호, 
김세웅

12-09 
앙 병원

 심포지엄 발표, 강연

학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rapeutic 
Ulatrasound

HIFU Clinical study II Yong-Hyun Cho,
Shin-ichiro 
Umerura

06-12~06-15
Sheraton 
Walkerhill 
Hotel, Seoul

2007 Urology Forum 
in Japan

Evidence-based approaches to Male 
LUTS-Practical and contemporary issues 

Ji Youl Lee 06-10~06-11
Tokyo, Japan

10th Osaka Urology 
Seminar

한국의 의학  의료시스템 Tae-gon, 
Hwang

07-28
Osaka, Japan

한배뇨장애요실 학
회 spring symposium

The Urothelium: Role in PBS/IC 김 철 03-15
서울아산병원

제 17회 서울비뇨기과학 
심포지움

Technique of Laparoscopic surgery for 
kidney cancer: step by step illustration 
of exactly how I an doing it

황태곤 03-10
서울 병원

제 17회 서울비뇨기과학 
심포지움

laparoscopic radical cystoprostatectomy 황태곤 03-10
서울 병원

The 5th KUOS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Laparoscopic prostatectomy in korea: 
Where are we now?

황태곤 03-31
고려 병원

4th Bladder 
Consensus Meeting

Lower urinary tract infection and 
inflammation beyond boundaries

조용 , 김칠성 04-21
강원도 하이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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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Rol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UTI: past, 
presnt and future

조용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여성의 재발성요로감염에서 호르몬의 역할과 
probiotic의 효과

한창희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Prostatitis and sexual dysfunction 김세웅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How to manage and prevent UTI in 
neuropathic bladder

하유신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The role of hormones and probiotics 새 
prevent UTI

한창희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Immunostimulation with vaccines 이승주 06-09
강남성모병원

제9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엄

Painful bladder syndrome/Interstial 
cystitis: diagnosis and management: 1st 
line treatment

김 철 06-09
강남성모병원

고려 학교 
로 심포지움

Functional Outcomes of Nerve Sparing 
According to Thermal Activity

홍성후 07-07
고려 학교

국가지정 연구소재은행 
토론희 

립선은행 이지열 08-13
국회의원본

제4차 
한비뇨기과학회 

경기.인천 학술 회 

GU UPDATE 2007 남성과학 (Potential 
roles and perspectives of PDE5- 
Inhibitors)

하유신 09-06
동국 일산병원

2007년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비뇨기과 
개원의 심포지엄

만성 립선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김민의, 조용 09-13
충남 

제12차 임상시험연구자 
 IRB 원을 한 

워크샵

임상시험연구자의 연구역량강화와 IRB의 역할 조용 09-21
강남성모병원

융합 이오니어 
Workshop

바이오감지 기술의 최근 동향
Muscle Deried Stem Cell Therapy in 
Urology

이지열 10-05
 KAIST

Prostate Day 2007 Nerve Sparing Techniques in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홍성후 10-13
연세 병원

Prostate Day 2007 Suggested Korean BPH guideline: 
Evaluation guideline

이지열 10-13
연세 병원

2007 비뇨기과 개원의 
의회 추계학술 회

과민성방  환자에서 Vesicare의 효과 김 철 10-4 
서울힐튼호텔

제2차 립선은행
심포지움

Recent status of chronic prostatitis in 
Korea

이지열 10-15
삼성서울병원

제2차 
인체유래거 은행 
국제학술심포지움

립선질환의 연구와 립선은행의 역할 이지열 10-17
강남성모병원

제5차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학술 회 

Update on STD in 2007 조용 11-04
백범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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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제59차 학술 회 공의 
워크

Interactive Quiz  김 철 11-21
그랜드힐튼호텔

산학연구 세미나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의 제조기술  
제품 개발

이지열 11-28
(주)메타바이오

경기 배뇨장애학회 Nocturnal Frequency 이지열 11-30
강원도 양양

1st olympus urology 
forum

2007 Updates in Laparoscopy 황태곤 12-01~12-02
인천

1st olympus urology 
forum

Patient selection and preparation for 
LRP

홍성후 12-01~12-02
인천

제6회 백인제기념 
임상의학연구소 
학술 회

Muscle derived stem cell: Concepts and 
its application to urology

이지열 12-13
인제 학교

제4차 경인지회 
학술 회

UTI upates(chronic prostatitis) 고 성 12-15
아주 학교병원

제4차 손상연구회 Postoprative lymphatic channel injury 
(chylous ascites)

고 성 2-2
서울 학교병원

 학술상 수상

학회명 내용 제목 수상자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 
추계학술 회

임상부문 
우수논문상

여성복압성요실 환자에서 동  
자기공명 상으로 찰한 TVT수술 후의 
골반  변화

손동완, 박덕진, 
김성 , 김수진, 
정윤석, 조강 , 
최항원,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제 58차 
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 회 

기 부문 
우수논문상

폐쇄공은 통한 요실  수숭후 재발된 환자에서 
이차  시도로서 테이  단축술과 Tension-free 
vaginal tape 재시술의 비교

이지열

2007년 
한남성과학회 

추계학술 회 

해외최우수
학술상

Brain Activation by Visual Erotic Stimuli 
in Elderly Healthy Males

김세웅

2007년 
국제남성과학 
포럼(GIAF 2007)

Best 
Scientific 
Paper Award

The effects of herbal formula mainly 
consisted of Lycium Chinese on the 
copulatory behavior of male rats

김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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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실 학술 활동

 교실 Conference

  - 1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3월 7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배뇨장애
요실 의 수술
요실 의 분류, 진단, 요역동학  검사...
회식

이동환(좌장)
장  
R4 최용선

3월 21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Superficial bladder cancer 
치료  TUR-BT의 술기
Superficial bladder cancer의 병인...  

김 우(좌장)
손동완
R4 조강

4월 4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Invasive Bladder cancer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Invasive bladder cancer...

김세웅(좌장)
서성일
R3 김수진

4월 25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비뇨기생식기 결핵          
Case study 
비뇨생식기 결핵의 진단  치료 

한창희(좌장)
하유신
R3 김선욱

5월 9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결석
URSL후 Complication에 한...
동요 결석의 진단, 약물치료...

서성일(좌장)
김두배
R4 이 배

5월 30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립선 비 증
립선 비 증의 새로운 치료 guideline 
립선 비 증의 정의  진단

이지열(좌장)
김효신
R3 최항원

6월 13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VUR
VUR의 수술 Ix and 술기
VUR의 진단, 임상경과, 방  항생제... 

서홍진(좌장)
조수연
R3 정조운

6월 27일
Topic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Cryptorchidism
원인, Pathophysiology, orchiectomy... 
Cryptorchidism의 진단, 임상경과...

이충범(좌장)
고 성
R3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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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9월 5일

Topic
Guest Lecture
Staff Lecture
Redisent reading

Andrology  
남성특강
남성발기부  환자의 진단  치료
남성발기부  환자의 진단  치료
회식

김세웅 (좌장)
박종 ( 북의 )
조 진
R3 정조운

9월 19일
Topic
Staff Lecture
Redisent reading

Infection 
Xantho. & Emphysematous 
Sepsis  Wound infection

한창희 (좌장)
이용석
R2 정문수

10월 10일

Topic
Guest Lecture
Staff Lecture
Redisent reading

Prostate cancer
종양 특강
HRPC의 Treatment 

립선암의 Hormone Therapy

김 우 (좌장)
홍 (울산의 )
김성
R3 윤병일

10월 24일
Topic
Staff Lecture
Redisent reading

Testis cancer 
Testis cancer의 Treatment  
Testis cancer의 진단  조직학  분류 

이충범 (좌장)
박덕진
R3 정진우

11월 7일
Topic
Redisent reading

Trauma
Penile Fracture, Testicular rupture...
Bladder rupture, Kidney rupture...   

조수연 (좌장)
R2 김성인
R2 이남석

11월 28일

Topic
Guest Lecture
Staff Lecture
Redisent reading

소아
소아특강
소아 수신증의 진단  치료
소아 수신증의 진단  치료

서홍진 (좌장)
김건석(울산의 )
곽경민
R2 김희연

 제10회 비뇨기과 동문 학술대회

일시 ; 2006년 12월 1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 팔 스호텔 2층 식당

일정 연자

1. 동문회장 인사말 이무연 동문회장

2. 특강

  1부) 좌장    신명식 원장

      PDE 5 inhibitors beyond ED          손동완 교수

      재발성 요로감염 환자의 치료 략          이승주 원장

  2부) 좌장    이상석 원장

      의료사고 방과 책          병남 변호사

3. 2007년 교실 황 보고          조용  주임교수

4.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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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엄

주제 : Updates on UTI and related disease

일시 : 2007년 6월 9일 (토), 오  10시-오후 5시

장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 강남성모병원

연제 연자

Correlation between UTI and other disease 좌장
김제종
이 재

고려의
동문회장

  1) Prostatitis and BPH 김청수 울산의

  2) Prostatitis and sexual dysfunction 김세웅 가톨릭의

  3) Genital infection and infertility 문두건 고려의

Urinary tract infection: Solution for problem patient 좌장
노충희
김철성

인제의
조선의

  1) Principles of antimicrobial therapy in the field of UTI 신완식 가톨릭의

  2) How to manage UTI in children and pregnancy 이상돈 부산의

  3) How to manage UTI in elderly and systemic diseases 심 석 이화의

  4) How to manage and prevent UTI in neurogenic bladder 하유신 가톨릭의

Special Lecture (I) 좌장 조용 가톨릭의

  Rol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UTI: Past, present and 
future

Joichi 
Kumazawa

Japan

Special Lecture (II) 좌장 황태곤 가톨릭의

  Japanes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UTI and STD : For 
making up KAUTII guideline

Tetsuro   
Matsumoto

Japan

Special Lecture (III) 좌장 장성구 경희의

  Infections in uro-oncology patients  Bill Wong China

Novel strategies to prevent UTI 좌장
백재승
진길남

서울의
개원의 의회

  1) The role of hormones and probiotics 한창희 가톨릭의

  2) Immunostimulation with vaccines 이승주 다니엘의원

  3) Bacterial interferernce for preventing UTI 이길호 단국의

Special Lecture (IV) 좌장 문 태 앙의

  Prevention of UTI inendourological surgery
Stephen 
Yang

Taipei

Painful bladder syndrome/interstitial cystitis: 
Diagnosis and management

좌장
이상은
김민의

서울의
순천향의

  1) Diagnosis 양상국 건국의

  2) First line treatment 김 철 가톨릭의

  3) Second line treatment 김선옥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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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Workshop

일시: 200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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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가톨릭의대 비뇨기과 동문회 토요 공개 포럼

일시 : 2007. 9. 29. (토)

장소 : 성모병원 4층 강당

일정 연자

 경구용 발기부 치료제의 처방 실제 김세웅 교수

 성기확 술의 최신술기 이무연 원장

 제3차 가톨릭의대 비뇨기과 동문회 토요 공개 포럼

일시 : 2007. 9. 29. (토)

장소 : 성모병원 4층 강당

일정 연자

 과민성방 의 최신치료 손동완 교수

 요실  수술의 최신술기 이용석 교수

 의료분쟁해결을 한 올바른 응방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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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료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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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진 207 176 189 197 252 225 160 211 209 202 230 176 2434

재진 1428 1430 1452 1369 1586 1623 1257 1639 1398 1464 1656 1269 17571

합계 1635 1606 1641 1566 1838 1848 1417 1850 1398 1666 1886 1445 20005

강남성모병원
진 356 347 351 327 398 382 280 381 333 299 398 309 4161

재진 1887 1967 1815 1817 1944 2027 1708 2015 1852 1863 2092 1910 22897

합계 2243 2314 2166 2144 2342 2409 1988 2396 2185 2162 2490 2219 27058

  

의정부 성모병원
진 406 352 372 376 432 460 314 381 369 363 462 388 4675

재진 1614 1476 1511 1567 1608 1751 1464 1747 1626 1511 1702 1498 19075

합계 2020 1828 1883 1943 2040 2211 1778 2128 1995 1874 2164 1886 23750

성 바오로 병원
진 189 155 161 179 183 177 125 189 142 136 224 173 2033

재진 956 962 894 923 879 811 775 946 828 791 1012 907 10684

합계 1145 1117 1055 1102 1062 988 900 1135 970 927 1236 1080 12717

성모자애병원
진 204 187 199 210 217 248 165 177 213 180 245 213 2458

재진 1040 1081 1070 1023 1067 1159 978 1061 1014 1097 1122 1081 12793

합계 1244 1268 1269 1233 1284 1407 1143 1238 1227 1277 1367 1294 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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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272 355 326 358 409 286 362 333 307 433 334 4120

재진 1824 1399 1719 1575 1730 1765 1372 1811 1650 1554 1730 1704 19833

합계 2169 1671 2074 1901 2088 2174 1658 2173 1983 1861 2163 2038 23953

성모병원
진 120 139 168 190 217 194 160 203 173 186 209 159 2118

재진 657 610 629 646 747 789 697 857 806 776 769 702 8685

합계 777 749 797 836 964 983 857 1060 979 962 978 861 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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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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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56 59 49 68 56 65 47 64 53 58 69 45 689

강남성모병원

101 91 85 99 92 88 100 95 81 76 88 105 1101

의정부 성모병원

99 59 75 68 92 88 86 83 75 58 95 66 944

성 바오로 병원

42 56 52 47 66 61 47 48 39 39 79 39 615

성모자애병원

45 55 35 38 61 58 34 42 34 36 49 4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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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6 13 27 28 26 21 33 24 25 30 1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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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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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49 43 41 44 49 51 33 48 36 49 66 35 544

강남성모병원

93 86 82 82 62 77 76 80 68 64 78 82 929

의정부 성모병원

79 49 42 52 54 61 55 50 52 47 84 56 681

성 바오로 병원

34 39 42 40 45 45 26 39 34 31 65 39 479

성모자애병원

30 39 31 27 33 33 28 29 22 25 42 37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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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7 25 25 19 16 25 24 16 25 17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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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인사 동정

▪ 교수동정

김 철 부교수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총무이사 선임  2007.3

한창희 부교수 한요로감염학회 총무이사 선임  2007.11

이지열 부교수 한 립선학회 총무이사 선임  2007.11 

▪ 신규임용 김성  성모병원 임상강사      2007.3

조 진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사  2007.3

박덕진 성바오로병원 임상강사  2007.3

곽경민 성모병원 임상강사  2007.3

▪ 퇴직 서성일 조교수       2007.8

박덕진 임상강사     2008.2

곽경민 임상강사     2008.2

▪ 진 김두배 임강사      → 조교수

하유신 임강사 우  → 임강사

김효신 임상강사      → 임강사

▪개원

박왕진/이충  동문   개원 2007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번지 천우빌딩 502호 네오비뇨기과

정지학 동문          개원 200년 4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5-2 다나 메디칼빌딩 3층 원 러스비뇨기과

하재성 동문          개원 2007년 6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6-14 2층 라임피부과비뇨기과

강 일 동문          개원 2007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 4동 982-13 연승빌딩 2층 양천탑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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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이 하 동문   구시 서구 내당 2,3동 보람병원

양조환 동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6 벨로스 3층 아담스비뇨기과 

석노성 동문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638-2 노엘피부비뇨기과

서성일 동문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서울병원

▪군의  발령

류기  동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7908부  의무 장

▪공 보건의 발령

최 섭 동문   역시 유성구 산동 구즉보건지소

유재석 동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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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직원 해외 출장

일시 학회명 개최지 참가 교수  공의

2007.3.21-3.24 2007 Annual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Berlin,
Germany

조용 , 이동환, 
김세웅, 고 성
김 철

2007.3.31-4.3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hemotherapy/17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ICC/ECCMID)

Munich,
Germany

조용 , 한창희, 하유신

2007.4.27-4.28 Laparoscopic workshop of 
Endourology Society

Shanghai,
China

김 우

2007.5.19-5.24 2007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AUA) Annual meeting

Anaheim,
California,
USA

황태곤, 이지열,
김 우, 서성일,
손동완, 최아람,
최용선, 조강

2007.6.12-6.16 32th International 
Urogynecologicological Association
(IUGA)

Cancun,
Quintana 
Roo state, 
Mexico

김 철

2007.6.15-6.16 Korean-Japan International 
Congress of Enuresis Society

Kyoto, 
Japan

한창희

2007.8.20-8.24 2007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Rotterdam,
Netherlands 

이동환, 김 우

2007.10.6-10.10 11th Bienni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Society for Sexual Medicine 
(APSSM 2007)

Jeju, Korea 김세웅, 손동완, 
최용선, 김수환, 김수진

2007.10.30-11.3 25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Society

Cancun,
Mexico

황태곤, 홍성후

2007.12.5-12.7 9th Annual meeting of APAPU Shanghai,
China

한창희, 서홍진

2007.12.13-12.16 The East Asian Society of 
Endourology Society 2007 Meeting

Hongkong, 
China

황태곤, 홍성후, 이용석

2008.2.6-2.10 International Congress of Russian 
Infection and Chemotherapy Society

Moscow, 
Russia

조용

2008.2.15-2.17 2nd Asian Network of Excellence in 
Urological Science Meeting

Kunming,
China

이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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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실 일지

▪ 2006. 3.18 양조환 공의 득녀

▪ 2007. 3. 8    이 하 동문 득남

▪ 2007. 4. 5    김상훈 동문 결혼

▪ 2007. 4.21 김수환 공의 결혼

▪ 2007. 5.26 정윤석 공의 결혼

▪ 2007. 6. 2      제9회 가톨릭 비뇨기과 국제 심포지움

▪ 2007. 6. 5 박덕진 교수 결혼

▪ 2007. 8.25     강 오 동문 부친상 

▪ 2007. 9.22 인병하 동문 득남

▪ 2007. 9.27    류기  동문 득녀

▪ 2007.10.13 차승훈 동문 결혼

▪ 2007.10.16   한창희 교수 부친상

▪ 2007.10.20 김성인 공의 결혼

▪ 2007.10.27    체육 회

▪ 2007.11. 2  신명식 동문 모친상

▪ 2007.12. 1     동문학술 회  송년회

▪ 2007.12.31 임승  동문 득남

▪ 2008. 1. 2      윤병일 공의 득녀

▪ 2008. 1.28     2008년도 가톨릭의  비뇨기과 입국식  사은회

▪ 2008. 1.31     김상훈 동문 득남

▪ 2008. 2. 4      장   교수 작고

▪ 2008. 2.22     신입 공의 오리엔테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