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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  직
   

총 28명 

교수 8명, 부교수 6명, 조교수 6명, 임강사 1명, 임상강사 7명

1. 성모병원 : 2. 강남성모병원 : 

교수 ---
조용 (주임교수), 

김세웅(과장)

교수 --- 박용 , 황태곤, 김 철(과장)

조교수 --- 홍성후

조교수 --- 손동완 임강사 --- 하유신

임상강사 --- 김성 임상강사 --- 조 진, 김수진

3. 의정부 성모병원 : 4. 성 바오로병원 : 

교수 --- 강성학 부교수 --- 조수연(과장), 김 우

부교수 --- 한창희(과장) 임상강사 --- 김상훈

조교수 --- 이용석

임상강사 --- 정윤석

5. 성빈센트병원 : 6. 인천성모병원 :

교수 --- 조 행 교수 --- 이동환

부교수 --- 이충범(과장) 부교수 --- 서홍진(과장)

임상 조교수 --- 이승주 임상강사 --- 김재식

7. 부천성가병원 : 8. 성모병원 :  

부교수 --- 이지열(과장) 조교수 --- 김두배

조교수 --- 고 성, 김효신 임상강사 --- 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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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총 23명)

1. 성       모: R4 김선욱, 정조운, R3 이남석, R2 배웅진, R1 우장춘

2. 강       남: R4 최항원, 정진우, R3 이호재, R2 이 림, R1 손 호, 최명선 

3. 의정부 성모: R4 윤병일, R2 이동섭, R1 김석주, 신태승

4. 성       가: R3 정문수, R1 강세희

5. 성 빈 센 트: R3 김성인, 김희연, R1 최진

6. 성 바 오 로: R3 이병희

7.        : R2 유제모

8. 인 천 성 모: R2 정무열

 전공의 근무표 

  2008년 가톨릭 학교 비뇨기과 공의 근무표

년차 이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우장춘 여의도 의정부

손준호 강   남 부   천

최명선 강   남 수   원

김석주 의정부 강   남

신태승 의정부 여의도

최진봉 수   원 의정부

강세희 부   천 강   남

R2 이현림 강   남 의정부 부   천

배웅진 여의도 강   남 수   원

유제모 대 전 강   남 부   천 여의도

이동섭 의정부 여의도 강   남

정무열 인 천 의정부 수   원 강   남

R3 김성인 수   원 강   남 여의도

김희연 수   원 의정부 여의도

이남석 여의도 강   남 수   원

이병희 바오로 여의도 여의도 강   남

정문수 부   천 여의도 강   남

이호재 강   남 수   원 의정부

R4 김선욱 여의도 강   남 여의도

최항원 강   남 여의도 여의도

정조운 여의도 강   남 강   남

정진우 강   남 의정부 강   남

윤병일 의정부 여의도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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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사 운

 대학원

1. 학원 강의

기(2008학년도)

이수구분 과목명 학 요일 교시 담당교수 근무기 직

석사필수

석사 독 1 목 1 조 행 성빈센트 교수

일반 비뇨기과학 3 월 10,11,12 한창희 의정부성모 부교수

발기부 의 병태생리학 3 월 01,02,03 김세웅 성모병원 교수

립선병태생리학 3 01,02,03 강성학 의정부성모 교수

선택

신생리학 2 화 10,11 서홍진 인천성모 부교수

배뇨장애의 병태생리학 2 10,11 이동환 인천성모 교수

비뇨기 역의 기세포 2 목 11,12 이지열 성가병원 부교수

박사필수

박사 독 1 토 1 이충범 성빈센트 부교수

신경인성 방 3 화 01,02,03 김 철 강남성모 교수

비뇨기종양학 3 목 01,02,03 조용 성모병원 교수

내비뇨기과학 3 수 01,02,03 황태곤 강남성모 교수

후기(2008학년도)

이수구분 과목명 학 요일 교시 담당교수 근무기 직

석사필수

석사 독 1 목 10 이충범 성빈센트 부교수

비뇨기 해부학 3 월 10,11,12 강성학 의정부성모 교수

발기부 의 병태생리학 3 01,02,03 김세웅 성모병원 교수

선택

비뇨기 태생학 2 목 11,12 한창희 의정부성모 부교수

비뇨기기형 2 수 01,02 조수연 성바오로 부교수

요로폐색 2 10,11 서홍진 인천성모 부교수

박사필수

박사 독 1 01 김 우 성바오로 부교수

비뇨기 병리조직학 3 화 01,02,03 조용 성모병원 교수

요로결석 3 목 01,02,03 황태곤 강남성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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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과정 : 하유신, 김효신, 김수진, 조성태

3. 석사과정 : 김상훈, 김성인, 이남석

4. 석-박 통합과정 : 김성 , 윤병일, 배웅진, 정윤석

5. 학 취득

2008.8

학위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석사 최아람
백서 발기신경손상 모델에서 제  유래 인간 배엽 기
세포치료의 효과

김세웅

2009.2

학위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석사 김선욱
방 요 역류 토끼모델에서 멜라토닌과 크랜베리 투여가
감염에 의한 신장 세포고사 억제에 미치는 향

한창희

박사 박왕진
흰쥐에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발  
방 출구폐색에 의해 유발된 배뇨근과활동성과의 계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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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학생 강의

   1. 의학과 3학년 1학기 비뇨기과학

날짜 단원명 담당교수

3월 3일 총론(Anatomy, Embryology) 한창희

3월 3일 총론(Symptoms of Disorder of G-U tract, Physical Exam

of G-U tract)
이충범

3월 10일 총론(Laboratory & Radiologic Exam of G-U tract,

Interventional & Radionuclide Imaging, Retrograde

Instrumentation)

이지열

3월 10일 비뇨생식기손상(Injury of G-U tract) 이용석

3월 17일 복강경수술(Laparoscopic surgery in urology) 황태곤

3월 17일 요로폐색(Urinary obstruction & Stasis) 강성학

3월 24일 부활 휴가

3월 31일 소아비뇨(Pediatric Urology) 서홍진

3월 31일 비뇨생식기감염(G-U tract infection) 김 우

4월 7일 배뇨장애(Voiding dysfunction, Neurogenic bladder) 김 철

4월 7일
요실 , 방 정낭질환(Incontinence, Disorders of the bladder

and seminal vesicles)
이동환

4월 14일 남성불임, 남성성기능장애(Infertility, Impotence) 김세웅

4월 14일 비뇨생식기종양(Urothelial tumor) 조용

   2. 의학과 2학년 2학기 신장학

날짜 단원명 담당교수

12월 4일 통합강의(신장학: 요로결석) 조수연

12월 4일 통합강의(신장학: 비뇨생식기 종양) 손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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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업

 기초

자 논문제목 게재지

이승주, 하유신, 
김 우, 조용

성 단순성 방 염의 경험  치료로써 Cefcapene Pivoxil의 
유효성

감염과 화학요법 
40(3) 162-166

김성 , 조수연, 
손동완, 이동섭, 
김효신, 김두배, 
김 우, 조용 , 
박철휘, 김세웅

사증후군 백서모델에서 음경해면체의 발기능  조직학  변화 한남성과학회지 
26(4)187~196

고 성, 이지 , 
이지열

인체 근육유래 기세포의 말 신경재생 유도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49(4)350~359

최아람, 김성 , 
손동완, 김두배, 
김 우, 조수연, 
조용 , 김세웅

흰쥐 음경해면체신경 손상 모델에서 제  유래 인간 간엽 
기세포 치료의 효과

한남성과학회지 
26(3) 136-141

한창희, 양조환, 
손동완, 김세웅, 
강성학,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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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31(SUPPL 1) 
S102-107

하유신, 김민의, 
김철성, 심 석, 
한창희, 이상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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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31(S1) 
96-101

임채윤, 근권일, 
최정 , 이희진, 
박상희, 이원선, 
곽동훈, 이지열, 

, 이원배, 
김성은, 김 진

BDNF enhancement of neuronal differentiation with 
adipose-derived stem cells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5(4-6)864~771

김홍식, 김 철, 
주명수

Effects of nitric oxide synthases on detrusor overactivity 
after removal of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 rats

UROLOGIA 
INTERNATIONA
LIS 81(1) 
107-112

백재승, 최형기, 
김세철, 안태 , 
김제종, 박종 , 
박 성, 이성원, 
김세웅, 박 진, 
정형지, 박남철

Efficacy and safety of oral SK3530 for the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in Korean men: a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fixed 
dose, parallel group clinical trial.

ASIAN 
JOURNAL OF 
ANDROLOGY 
10(5) 7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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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손동완, 김희연, 
김성 , 이은정, 
김희석, 김종근, 
황성연, 조용 , 
김세웅

Elevation of intracavernous pressure and NO-cGMP 
activity by a new herbal formula in penile tissues of 
spontaneous hypertensive male rats

JOURNAL OF 
ETHNOPHARM
ACOLOGY
120: 176-180

하유신, 조용 Immunostimulation with Escherichia coli extract: 
prevention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31(S1) 
63-67

김 철, 유재석, 
박은 , 홍성후, 
서성일, 황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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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U 
INTERNATIONAL 
101(3) 371-375

김민의 ,하유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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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31(S1) 
15-18

Cho HJ, Kim SJ, 
Ha US, Hong SH, 
Kim JC, Choi YJ, 
Hwang TK. 

Prognostic value of capsular invasion for localized 
clear-cell renal cell carcinoma.

Eur Urol. 2008 
Nov 28.[Epub 
ahead of print]

강성범, 이햇님, 
이지 , 박 석, 
이혜승, 이지열

Sphincter contractility after muscle-derived stem cells 
autograft into the cryoinjuried anal sphincters of rats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51 
1367~1373

Myung SC, Han JH, 
Song KK, Kang GH, 
Lee SY, Kim TH, 
Lee MY, Kim HW, 
Kim SC

The effects of interleukin-6 on the contraction and 
relaxation responses of the cavernous smooth muscle from 
rats.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2008 Jul 
28;589(1-3):228-32.
Epub 2008 May 5.

 임상

자 논문제목 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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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민성방  환자에서 Propiverine Hydrochloride 40mg의 
효과  안 성: 향 , 다기 , 찰연구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2(1) 114-120

이승주, 하유신, 
김 우, 조용

성 단순성 방 염의 경험  치료로써 Cefcapene Pivoxil의 
유효성

감염과화학요법  
2008 40(3) 30-34



CUMC 8

자 논문제목 게재지

최항원, 정진우, 
정조운,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다발 신동맥 공여자에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 출술의 
안정성

한비뇨기과학회지 
49(5) 443-448

정진우, 조 진, 
홍성후, 김 철, 
박용 , 황태곤

복강경 근치  립선 출술 150례의 수술 , 수술 후 기 
합병증

한비뇨기과학회지 
49(9) 804-808

김선욱, 홍성후,
황태곤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 : 기 150례의 학습곡선 한비뇨기과학회지 
49(10) 879-885

윤병일, 황태곤,
김 철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이 요실   하부요로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향

한비뇨기과학회지 
49(2) 134-138

이규성, 한덕 , 
김지 , 정진우, 
추설호, 김 철, 
서주태, 주명수

비신경인성 여성 배뇨장애환자에서 4주간의 doxazosin 
GITS의 효용성과 안 성: 단기추 결과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2(1) 19-26

이남석,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상부요로상피암에서 재발한 방 암의 병리학  특징 한비뇨기과학회지 
45(6) 502-505

김성 , 김세웅 성매개질환의 진단과 임상증상 한의사 회지 
51(10) 875-883

손동완, 이병희, 
최 섭, 이남석, 
김성 ,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성선기능 하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과 
하부요로증상과의 상 계

한남성과학회지
2008 26(2) 91-95

조수연, 김수환,
김 철

여성 과민성방  환자에서의 방 출구폐색: 방 출구폐색의 
정확한 기 은?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2(2) 145-149

김규진, 이남석, 
정조운, 서홍진,
이동환

요역동학 검사 시 여성 환자의 통증과 불안에 련한 요인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2(1) 68-72

손동완, 정윤석, 
김성 , 김두배, 
김 우, 김세웅,
조용

첫 번째 생검과 재생검에서 발견된 립선암의 임상  특징 한남성과학회지
26(1) 35-38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클라미디아 항체 양성을 보인 만성 립선염 환자에서 항생제의 
항균효과

한요로생식기감염
학회지 3(1): 81-88

최항원, 김성 , 
김두배, 김세웅, 
조용 , 손동완

하부요 결석에서 응  요 경하배석술의 유용성 한비뇨기과학회지 
49(3) 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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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논문제목 게재지

박 , 박남철, 
심홍방, 박종 , 
이성원, 박 성, 
김세웅, 문기학, 
이동 , 윤상진

An open-label, multicenter, flexible dose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Viagra (sildenafil 
citrate) in Korean men with erectile dysfunction and 
arterial hypertension who are taking antihypertensive 
agents

JOURNAL OF 
SEXUAL 
MEDICINE 
5(10): 2405-5413

Han JH, Chang IH, 
Ahn SH, Kwon OJ, 
Bang SH, Choi NY, 
Park SW, Myung 
SC, Kim HW.

Association between serum prostate-specific antigen 
level, liver function tests and lipid profile in healthy men

BJU international 
2008 Nov 102(9) 
1097-101. Epub 
2008 Jun 3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황태곤, 김 철

Cavernous hemangioma of ureter 한비뇨기과학회지 
50(2) 1892-194

김태석, 임 국, 
이지열, 김 진, 
박상희, 이  철,
이창욱

Changes in the levels of plasma soluble fractalkine in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NEUROSCIENCE 
LETTERS 
436(2)196~200

백재승, 안태 , 
최형기, 정우식, 
김제종, 김세철, 
김세웅, 이성원, 
민권식, 문기학, 
박종 , 박 성, 
박남철, 서 규, 
양 열, 정형기

Efficacy and safety of mirodenafil, a new oral 
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for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JOURNAL OF 
SEXUAL 
MEDICINE
5: 2672-2680

주명수, 이정주, 
이종복, 김 호, 
정희창, 이규성, 
김 철, 서주태, 
백제승, 김형지, 
나용길, 이정구

Efficacy and safety of solifenacin succinate in Korean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a randomised, 
prospective, double-blind, multicentr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62(11) 1675-1683

정재민, 이상돈, 
강동일, 권동득, 
김건석, 김수 , 
김한권, 문두건, 
박 , 박 훈, 
배기수, 서홍진, 
이정원, 조원열, 
하태선, 한상원, 

한야뇨증학회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overactive bladder 
in Korean children 5-13 years old: a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Urology 2009 
73(1) 63-69

백재승, 김세웅, 
양 열, 김제종, 
이성원, 안태 , 
최형기, 서 규,
김세철

The efficacy and safety of udenafil, a new selective 
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in patients with 
erectile dysfunction.

JOURNAL OF 
SEXUAL 
MEDICINE
5(4): 946-953

구 성, 소성민,
임재성

근치  립선 출술 후 요실 에 한 체외자기장치료의 효과 한비뇨기과학회지 
5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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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자 논문제목 게재지

김선욱, 정진우, 
조 진, 김 철, 
황태곤, 박용 , 
홍성후

거 방 게실에 한 복강경방 게실 제술 한비뇨기과학회지 
49(4) 379-382

손동완, 정조운, 
김성 ,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발기 시 음경통증과 만곡을 동반한 원발성 음경 해면상 종 한남성과학회지
26(1) 45-47

김재식, 정무열, 
이동환, 서홍진

반복 제왕 개술 후 발생한 방 자궁루 한비뇨기과학회지 
49(9) 860-862

손동완, 배웅진, 
이호재, 정조운, 
김선욱, 이남석, 
김성 , 조용 , 
김세웅

Transobturator tape(TOT) 시술후 발생한 폐쇄공 주 의 
와직염  지속 인 질 미란

한배뇨장애  
요실 학회지
12(1) 78-80

손동완, 배웅진, 
이병희, 이남석, 
김성 , 김두배, 
김 우, 조용 , 
김세웅

완 고환 열의 일차복원술 한남성과학회지 
2008 26(2) 99-101

김성 , 이동섭, 
손동완, 김세웅, 
조용

증 신손상 후 거  요종으로 인한 황달과 성 신우신염 한요로생식기감염
학회지
3(2) 244-248

이동섭, 강성학, 
한창희, 이은정, 
정무열, 이용석

자궁내막증을 동반한 요도게실 한비뇨기과학회지 
49(7) 664-666

정문수, 정무열, 
신옥란, 한창희, 
강성학, 이용석

신우에 발생한 해면상 종 한비뇨기과학회지 
49(5) 457-460

 저서

자 책제목 지원기

황태곤 비뇨기계 복강경 수술포켓북 ; 
복강경근치 립선 출술

한 Endourology 학회

김형지, 배재 , 유은상, 장  , 
권동득, 김 경, 김장환, 김 철, 
김형곤, 양상국, 이정주

요역동학검사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김 우 남성을 하는 립선염 한 립선 학회, 헬스 조선

이용석 남성건강의 신호등 립선 한 립선 학회, 헬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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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

연구기간 지원기 지원사업명
책임

연구자
연구비 과제명

2008/09/01 ~ 
2009/06/30

지식경제부 2008년 
기거 기술개발

사업

이지열 70,000,000 생체지지용 섬유구조체의 임상  
임상시험

2008/12/01 ~ 
2009/10/31

질병 리본부 2008년 용역연구 조용 103,172,000 바이러스성 성병 유병률 조사  
역학  특성 연구

2008/09/30 ~ 
2009/08/31

한국과학재단
(KOSEF)

2008년 
특정기 사업

조용 120,000,000 유치 카테터내 요로감염균의 biofilm 
형성기 과 병원성 유 자 발  연구

2008/04/30 ~ 
2009/01/31

질병 리본부 2008년 용역연구 조용 90,000,000 요로감염 원인균의 주요 항균제 내성 
실태 조사

2008/05/31 ~ 
2009/02/28

교육부 2008년 
학특성화

(진료표 화)

조용 2,500,000 만성 립선염/골반통증후군

2007/09/30 ~ 
2008/08/31

한국과학재단
(KOSEF)

2007년 
특정기 사업

조용 95,000,000 유치 카테터내 요로감염균의 biofilm 
형성기 과 병원성 유 자 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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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회활동

 국제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23th Annual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Congresses

Combination of alpha and 
anti-cholinergic of BPH/OAB in real 
life practice:2 year follow-up

이지열 3.24-3.29, Milan, 
Italy

23th Annual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Congresses

Recent status of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in general hospital and 
primary care physician office in 
Korea

김 우, 고 성, 
이용석, 조용 , 
황태곤, 이지열

3.24-3.29, Milan, 
Italy

23th Annual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Congresses

The correlation between erectile 
dysfunction and the severity of 
coronary artery involvement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김 우, 조수연, 
김세웅, 이동환, 
이용석, 이지열

3.24-3.29, Milan, 
Italy

23th Annual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Congresses

The difference of pelvic floor with 
dynamic MRI before and after TVT 
procedure in female SUI 

김세웅, 손동완, 
김성 , 조용

3.24-3.29, Milan, 
Italy

23th Annual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Congresses

The effect of human muscle derived 
stem cells (MDSC) and 
Glycine-Isoleucine-Lysine-Valine-
Alanine-Valine (GIKVAV) on the 
cryo-injuried bladder of nude mouse

김효신, 고 성, 
이지 , 서주태, 
한동근, 이지열

3.24-3.29, Milan, 
Italy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entral 
Asia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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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김철성, 
심 석, 이상돈, 
이상은, 조원열, 
조용

3.27-3.30, 
Almaty, 
Kazakhstan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entral 
Asia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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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김철성, 
심 석, 이상돈, 
조원열, 이상은, 
조용

3.27-3.30, 
Almaty, 
Kazakhstan

18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Anti-inflammatory effect of 
lycopene 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rat model

조용 4.19-4.22, 
Barcelona, Spain

AUA Annual 
meeting 2008

Emergency URSL is more effective 
than SWL in distal ureteral stones

손동완, 김성 , 
김세웅, 조용

5.17-5.22, 
Orlando, Florida, 
USA

AUA Annual 
meeting 2008

The effects of human muscle derived 
stem cells on induction of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고 성, 이지 , 
김효신, 김 우, 
황태곤, 이지열

5.17-5.22, 
Orlando, Florida, 
USA

AUA Annual 
meeting 2008

The effects of muscle derived stem 
cells on induction of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이지열, 김효신, 
고 성, 이햇님, 
김 우, 한창희, 
길성호, 이상섭, 
육순홍, 이진호

5.17-5.22, 
Orlando, Florid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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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4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

Mesh division after midurethral 
sling procedures in femal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a year 
follow-up

서홍진, 이지열, 
김 철, 이동환

7.5-7.11, Paris, 
France

15th Annaul 
meeting of Chinese 
urological 
association

Acute bacterial prostatitis 조용 9.18-9.19, 
Kunming, China

The 3r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The changes of voiding pattern after 
mid-urethral sling operation 
(TVT-s, TVT-o, T-sling)

이용석, 김 우, 
김 철, 이동환, 
이지열

9.26-9.27, 
Kaohsiung, 
Taiwan

The 3r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The role of sub-clinical prostatitis 
on symptoms of BPH patients

Kim H W, Kim S H, 
Han C H, Lee D H, 
Lee J Y, Cho S Y

9.26-9.27, 
Kaohsiung, 
Taiwan

The 3r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Underlying mechanisms of detrusor 
overactivity following bladder 
outlet obstruction

김 철 9.26-9.27, 
Kaohsiung, 
Taiwan

25th Japan-Korea 
Urological 
Congress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single center experience

조 진, 김수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9.26-9.28, 
Okayama, Japan

The 9th Asian 
congress of urology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모델에서 경구용 
GMO-Paclitaxel의 항암효과  독성

김두배, 김세웅 9.30-10.5, New 
Delhi, India

The 3rd Greatwall 
international 
andrology forum

The effect of microdenafil on the 
penile erection and corpus 
cavernosum

김세웅, 손동완, 
김성 , 김효신

10.16-10.20, 
Guangxi, Guilin, 
China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A clinical guideline for treatment of 
female voiding dysfunct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phase IV 
study

이지열, 김 철, 
이규성, 서주태, 
유탁근, 이종복, 
주명수, 이정구

10.20-10.24, 
Cairo. Egypt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Changes of urinary nerve growth 
factor and prostaglandin E2 after 
anticholinergic treatment in female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김 철, 김장환, 
이지열, 김세웅, 
이종복, 이동환, 
김수진

10.20-10.24, 
Cairo. Egypt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PSS application for female voiding 
dysfunct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phase IV study

이지열, 김 철, 
이규성, 서주태, 
유탁근, 이종복, 
주명수, 이정구

10.20-10.24, 
Cairo. Egypt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The influence of preoperative 
bladder outlet obstruction on the 
continence rate and satisfaction 
after midurethral sling in female 
patient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김수진, 김장환, 
최항원, 조 진,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0.20-10.24, 
Cairo. Egypt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The role of sub-clinical prostatitis 
on symptoms of BPH patients

한창희 10.20-10.24, 
Cairo.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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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The 60th Western 
Section Meeting of 
Japan Urological 
Association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황태곤 11.8-11.9, 
Kitakyushu, Japan

The 60th Western 
Section Meeting of 
Japan Urological 
Association

Acute bacterial prostatitis in 
Korean experience

조용 11.8-11.9, 
Kitakyushu, Japan

11th Western 
Pacific Congress on 
Chemotherapy and 
Infectious disease

Comparison of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values for 
fluoroquinolones against 
uropathogens causing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in female 
outpatients

한창희, 하유신, 
이상돈, 우 남

11.29-12.3, 
Taipei, Taiwan

26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 
SWL 2008

Comparison of oncology outcomes 
between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and open radical 
cystectomy for the management of 
bladder cancer: analysis of and 
intermediate follow-up period

이병희, 하유신, 
조 진, 김성인, 
김수진,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30-12.3, 
Shanghai, China

26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 
SWL 2008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single center experience

조 진, 김성인, 
이병희, 하유신, 
김수진,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30-12.3, 
Shanghai, China

Joint congress of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Societies for Sexual 
Medicine

The effect of mirodenafil on the 
penile erection and corpus 
cavernosum in the rat model of 
cavernosal nerve injury

김세웅, 손동완, 
김효신, 김성 , 
조용

12.7-12.11, 
Brussels, Belgium 

 국내학회 발표

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제25차 한남성과학회 
학술 회  제8차 

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학술 회

사증후군 유발 백서모델에서 
음경발기능  음경해면체의 조직학  
변화

김성 , 손동완, 
김세웅, 조용

4.4-5, 
부산 학교 강당

제6차 
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추계학술 회

Ureaplasma urealyticum, 
Mycoplasma hominis; 
요로병원균인가?

하유신 5.10, 건국  
새천년  
국제회의장 

제 13차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복압성요실  환자에서 
부요도슬링수술 후 지속되는 
박성요실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김수진, 김성인, 
조 진, 홍성후, 
황태곤, 김 철

5.30-5.31, 
삼성서울병원

제 21회 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 회

Inflammatory myofibroblastic 
tumor of bladder; Report of two 
cases

김민성, 오순남, 
나성은, 이 , 
변재 , 황태곤

8.30, 커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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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How can we safely use ultrasonic 
laparoscopic coagulating shears?

김재식, 서홍진, 
이동환, 
Tokunori 
Yamanoto, 
Yasushi 
Yoshino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국내 소아에서의 과민성방  유병률  
험인자 : 정의에 따른 비교 분석

서홍진, 정재민, 
이상동, 강동일, 
권동득, 김건석, 
김수 , 김한권, 
문두건, 박 , 
박용훈, 배기수, 
이정원, 조원열, 
하태선, 한상원, 
조병만, 

한야뇨증학회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부인과 수술 후 발생한 요  손상의 치료 
;손상의 발 시기를 심으로 

김재식, 서홍진, 
이동환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여성복압성요실  환자에서 
TVT-SECUR수술과 MONARC 수술 
후 효과  환자의 만족도 비교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고 험군 립선암 환자에서 시행한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의 성

이남석,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과민성방 을 주소로 내원하여 
의료진에 의해 복압성요실 이 발견된 
환자에서 정확한 문진의 요성  수술 
후 장증상의 변화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근치  신 제술에서 복강경과 개복의 
비교

조 진, 김수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근치  립선 출술후 립선 침부의 
제면 양성이 생화학  재발에 미치는 
향: 타 부  제면 양성과의 비교

김성인,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남성요실  환자에서 인공요도 약근 
수술 후 치료효과와 만족도

이남석,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방 암환자들을 상으로 한 복강경하 
근치  방 출술과 개복 
방 출술간의 종양학  성 의 비교: 

기 추 찰 경과

하유신, 김성인, 
김수진, 조 진,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강경 근치  립선 출술150례의 
합병증

정진우,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강경하 근치  방 출술  
체외요로 환술의 경험

하유신, 최항원, 
김수진, 조 진,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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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강경하 근치  립선 출술을 
시행한 립선암 환자에서 술  
요역동학검사의 의의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부 산화단층촬 상 임상 으로 
요 의 요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요 경하 생검의 유용성

고 성, 김효신, 
임 욱, 하유신, 
황태곤, 이지열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신세포암의 돌출 정도에 따른 병리학  
특성

배웅진,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신이식을 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우측 공여신 출술

김성인,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임상병기상 국소 립선암 소견을 보인 
환자가 병리학  병기상 행성 

립선암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의 
측인자

이호재,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립선암환자에서 술  립선 생검과 
근치  립선 훌술 후 얻은 
병리검체간에 편측성의 
일치정도: 험군에 따른 분석

이 림,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투명 신세포암의 근치  신 출술에서 
순수 복강경 술식과 개복술의 비교: 
다기  연구

이승태, 김 회, 
홍성후, 고 성, 
하유신, 변석수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투명성 국소 신세포암에서 신피막 
침범의 후  요도

조 진, 김수진, 
하유신, 홍성후, 
김 철,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폐쇄공을 통한 부요도슬링수술 후 
복압성 요실 이 재발한 환자에서 
시행한 테이  강화술: 2년 추  찰

배웅진, 김수진, 
홍성후, 황태곤,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흰쥐에서 방 출구폐색 후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배뇨근 
과활동성에 미치는 향

김 철, 박은 , 
김수진, 조 진, 
하유신, 홍성후, 
황태곤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Clinicopathologic implication of 
sonic hedgehog pathway 
activation in prostate cancer

김태정, 이지열, 
황태곤, 최 진, 
심상인, 이교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New concept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female voiding 
dysfunction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경직장 립선 침생검 후 감염성 
합병증의 험인자

조용 , 정문수, 
김세웅, 김성 , 
손동완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사증후군 유발 백서모델에서 
음경발기능  음경해면체의 조직학  
변화

조용 , 정문수, 
김성 , 김세웅, 
손동완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 쥐에서 나노 
카테킨의 항염 효과

조용 , 윤병일, 
손동완, 김세웅, 
김성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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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만성 세균성 립선염 백서에서 
마늘(Allicin)의 항염 효과

조용 , 김성인, 
김세웅, 손동완, 
김성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발기부  환자에서 심 계 
험인자와 음경 역동학  지표와의 

상 계

조용 , 배웅진, 
손동완, 김성 , 
김세웅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압성 요실  환자에서 부요도 
슬링수술 후 성기능의 변화

조용 , 이병희, 
김성 , 손동완, 
김세웅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복압성요실  동물모델에서 인간의 
지방유래 기세포의 임상실험

이지 , 주승연, 
홍성갑, 라정찬, 
이지열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외서혜륜 이하의 지성 잠복고환에서 
단일고음낭 개술솨 통  서혜부 

근법의 비교

이 림, 강세희, 
김효신, 고 성, 
이지열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투명신세포암의 근치  신 출술에서 
순수 복강경 술식과 개복술의 비교: 
다기 연구

이승태, 김 희, 
홍성후, 고 성, 
하유신, 나균호, 
서일 , 윤수, 

승 , 이승배, 
성경탁, 임재성, 
김용 , 이  , 
백성 , 정 범, 
권태균, 이춘용, 

성수, 강석호, 
변석수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비뇨기계 종양의 발생빈도  분포

유제모, 강세희, 
김효신, 고 성, 
이지열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흰쥐 음경해면체신경손상 모델에서 
근육유래 기세포의 음경해면채네 
주입 후 음경발기능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향

조용 , 이동섭, 
손동완, 김성 , 
김세웅, 이지열, 
고 성, 김효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흰쥐 음경해면체신경손상 모델에서 
Mirodenafil의 음경발기능  
음경해면체 조직에 미치는 향

조용 , 김효신, 
고 성, 이지열, 
손동완, 김성 , 
김세웅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Preclinical trials of human adipose 
derived stem cell(h-ADSC) in an 
animal model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김효신, 이지열, 
이지 , 라정찬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방사선종양학회 
학술 회

Cyberknife stereotactic 
radiosurgery as the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The CMC 
preliminary experience

윤세철, 장홍석, 
황태곤, 김연실, 
정수미, 이

11.20-11.21, 
통  마리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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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립선학회 Korea Prostate Bank 이지열 3.8, 서울그랜드 
힐튼호텔

한비뇨기종양학회 Perineal Prostatectomy 이지열 3.23, 
화순 남 학교병원

한고분자학회 기세포제어고분자:비뇨기 역에서 
생체재료를 이용한 근육 기세포의 임상 용

이지열 4.10, 
컨벤션센터

비뇨기계 기 의학회 Translational experimental 
therapeutics:the translation of 
laboratory based discovery into disease 
related therapy

이지열 4.12,
고려  인  기념

2008년도 제 21차 
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 회 (좌장)

일반연제 II 서홍진 4.19, 한양 학교 
HIT 6층 국제 회의실

제 1회 한야뇨증학회 
Enuresis Consensus 
Meeiting

Review of Diagnosis 서홍진 5.3, 힐튼남해리조트

한국세포주은행
심포지움

Muscle stem cell therapy 이지열 5.9, 서울 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제 13차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LUTS/BPH 진단에 있어서 요역동학검사의 
필요

김 철 5.30-5.31, 
삼성서울병원

2008년 제10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움

Erectile dysfunction and penile 
rehabilitaion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김세웅 6.14,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008년 제10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움

Non-staghorn kidney stones: PCNL vs 
retrograde renal surgery

고 성 6.14,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008년 제10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움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ost-prostatectomy incontinence

김 철 6.14,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008년 제10회 
가톨릭비뇨기과 
국제심포지움

Asian experiences of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Catholic university 
experience

하유신 6.14, 
가톨릭의과학연구원

제228회 
부산지방비뇨기과학회

국내 성 성질환의 recent trend 조용 6.19, 부산

제 10회 고려심포지움 Outcome assessment-How to compare 
MUS operation?

김 철 7.19,
고  인 기념

제 10회 고려심포지움 Radical prostatectomy-prostate 
preservation

이지열 7.19,
고  인 기념

2008년 한심장학회 
연구회 연수강좌

Erectile dysfunction 평가와 의의 김세웅 8.24, 
그랜드힐튼호텔

2008년 
한소아비뇨기과학회 

증례 토론회(좌장)

특강 ; 기능이상성 배설증후군 서홍진 9.6, 성균 의  
마산삼성병원

24th Urological 
Research Society

Stem cell therapy in cryo-injured bladder 이지열 9.19, Amsterdam, 
Ne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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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명 연제 발표자 일시  장소

5차 UTII Experts 
Consensus Meeting 

Guidelines for genitourinary tract 
infection –특이성 요로감염의 치료

한창희 10.11, 주 
라마다 라자 호텔

5차 UTII Experts 
Consensus Meeting

만성비세균성 립선염 진단에서 16S rRNA 
진단법  PCR 기법을 이용한 균주 진단방법의 
유용성

하유신 10.11, 주 
라마다 라자호텔

2008년 
한보완통합의학회 

추계학술 회

성기능장애에 용할 수 있는 천연 양요법 김세웅 10.12, 
가톨릭의과학연구원

Gwangju symposium 
of sexual medicine

Daily dosing PDE5i in LUTS 김세웅 10.31, 남  병원

2008년 추계학술 회 성기능장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완 체요법 김세웅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립선비 증과 기세포 이지열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The management of voiding dysfunction 
in persons with dementia

김 철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한비뇨기과학회 제 
60차 학술 회

Management of pediatric disease during 
adolescent and adult periods :2. 
vesicoureteral reflex

서홍진 11.12-11.14, 
그랜드힐튼 호텔

The 2nd Olympus 
Urology Forum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 Post 
ESWL case

황태곤 11.22,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The 2nd Olympus 
Urology Forum

Patient selection and preparation ; 
Updates of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하유신 11.22,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인천, 경기지회 
비뇨기과 심포지움

Circumcision: pros and cons 고 성 12.13,
가천의  길병원

제5차 
한비뇨기과학회 

경인지회 학술 회 

2008 GU Update : GU tract infection 한창희 12.13, 
분당서울 병원

보건환경학술 회 Adult stem cell의 최신연구동향 이지열 12.19,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제4차 요로생식기 
손상연구회

Postoperative lymphatic channel injury 
(chylous ascites)

고 성 2.16, 서울 학교 
임상연구소 

한척수손상학회 Muscle derived stem cell therapy in 
neurogenic bladder

이지열 2.23, 연세의

 학술상 수상

학회명 내용 제목 수상자

한배뇨장애요실
학회

제5회 
페링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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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철

한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제6차 학술 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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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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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실 학술 활동

 교실 Conference

  - 1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3월 5일
Topic
Resident reading
Guest lecture

남성 & 불임
남성불임의 원인, 진단
남성불임

김세웅(좌장)
R2 배웅진
서주태( 동 )

3월 19일

Topic
Resident reading

소아의 배뇨장애(enuresis, daytime frequency)
enuresis & daytime frequency의 치료, 
enuresis의 약물 치료기간
소아의 요역동학  검사

서홍진(좌장)
R3 김성인

R4 최항원

4월 2일

Topic
Resident reading

Guest lecture

Bladder cancer
Bladder cancer의 chemotherapy, adjuvant 
and neoadjuvant chemotherapy
Bladder cancer research

이용석(좌장)
R4 윤병일

박홍석(고려 )

4월 16일

Topic
Resident reading

TCC of ureter, renal pelvis
Renal pelvis ca., Ureter cancer의 진단, 
치료, 추 찰 & postop CTx
Lower ureter cancer의 treatment and 
follow up

김 우(좌장)
R3 이병희

R4 정조운

5월 7일

Topic
Resident reading

Guest lecture

Prostate cancer
Treatment of HRPC
male incontinence and postprostatectomy 
incontinence의 발생과 치료
Robotic surgery in urology

이지열(좌장)
R3 정문수
R4 정진우

나군호(연세 )

5월 21일

Topic
Resident reading
Staff lecture

UDS의 독과 의의
UDS의 응증, 각 검사별 정상 소견
요실 , 립선비 증  신경인성방 환자의 
UDS 소견

이동환(좌장)
R2 이동섭
김 철

6월 4일

Topic
Resident reading

손상
Bladder injury, ureter injury, urethral injury
effect or differences of primary &delay 
treatment of ureter& urethral injury

한창희(좌장)
R2 이 림
R3 이호재

6월 18일
Topic
Resident reading

소아
소아 요 류의 다양한 수술  치료에 한 고찰
소아 신우요 이행부 폐색에 한 고찰

조수연(좌장)
R3 김희연
R3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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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Date Title Contents Speaker

9월 3일

Topic
Resident reading

Staff lecture

남성 & 불임
발기 부 , 조루증, 남성 갱년기의 원인, 진단
하부요로 증상과 남성의 성기능
발기부  치료의 최신지견

김 우(좌장)
R2 이 림
R4 최항원
김세웅

9월 17일
Topic
Resident reading

소아
소아 왜소음경, 요도하열의 진단과 치료
소아 수신증의 진단과 치료

서홍진(좌장)
R2 이동섭
R4 정진우

10월 1일

Topic
Resident reading

Stone
요석의 내과  이해(Etiology, Epidemiology, and 
Pathogenesis ,Physicochemistry)
요석의 내과  이해(Mineral metabolism, 
Pathogenesis of upper urinary tract calculi)

이용석(좌장)
R4 윤병일

R4 김선욱

10월 15일

Topic
Resident reading

Guest lecture

요로감염
STD  매독의 진단과 치료
CPS/CPPS의 최근 치료
요로감염의 최신지견

이승주(좌장)
R3 이호재
R4 정조운
김철성(조선 )

11월 5일

Topic
Resident reading

Guest lecture

비뇨기종양
Surgical management of advanced RCC 
and complication of RCC
chemotherapy and immunotherapy of 
adevanced RCC
신장암의 병리학  소견

한창희(좌장)
R2 배웅진

R3 김희연

최 진(병리과)

11월 19일

Topic
Resident reading

배뇨장애
립선비 증과 요실  환자에서 실질 인 요역동학 

검사와 독
립선암 수술후 배뇨양상의 변화와 지속  요실 의 

치료

김 철(좌장)
R2 정무열

R3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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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엄

주제 : 결석과 비뇨기복강경수술의 최신경향(Stone and laparoscopic surgery in urology)

일시 : 2008년 6월 14일(토)

장소 : 의과학 연구원 2층 강당(가톨릭의  강남성모병원)

연제 연자

Management of challenging urolithiasis patients 좌장
임정식
이정구

원 의
고려의

  1) Complex upper urinary tract stones：treatment alternatives
Shinichiro 

Irie
Fukuoka 

University

  2) Non-staghorn kidney stones：PCNL vs retrograde intrarenal 
surgery

고 성 가톨릭의

  3) Staghorn calculi：multiple puncture vs single puncture 박형근 울산의

Special lecture (I) 좌장 조용 가톨릭의

  Overview of management of stone diseases in Japan
Tetsuro 

Matsumoto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al Health

  박용  교수님의 발자취：Treatment of urolithiasis using SWL 
in Kangnam St. Mary's Hospital

Special lecture (II) 좌장 황태곤 가톨릭의

  Guideline of laparoscopic adrenalectomy in Japan
Masatoshi 
Tanaka

Fukuoka 
University

Asian experiences of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 좌장 김 회 서울의

  1) Sun Yat-Sen University experience Jian Huang
Sun Yat-Sen 
University

  2) Dong-A University experience 성경탁 동아의

  3) Catholic University experience 하유신 가톨릭의

  4) Yonsei University experience(Robotic radical cystectomy) 나군호 연세의

Special lecture (III) 좌장 김법완 경북의

  Laparoscopic radical cystectomy：key steps to success Jian Huang
Sun Yat-Sen 
University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좌장 안한종 울산의

  ：The hazards of better oncological and functional outcome 이성원 성균 의

  Anatomy of prostate and surgical tips for better outcomes 변석수 서울의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ostprostatectomy incontinence 김 철 가톨릭의

  Erectile dysfunction and penile rehabilitation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김세웅 가톨릭의

  Recent updates of prostate cancer research using prostate bank 이지열 가톨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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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Workshop

일시: 08.6.28

장소: 제주도 라마다 호텔

토의 안건

1) 과민성 방 에 한 특강

2) 기존 수요 독회 개선방안

3) 공의 교육 개선방안

4) 교실 논문  국내외 학술 회 연제 발표 황  활성 방안

5) 교실  개원 동문간의 학술교류  계개선

6) 심포지엄 결산 보고

7) 주임교수 총평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07. 12. 6 (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63빌딩 3층 엘리제홀

특강 연자

1부 좌장 정석 , 이동한 동문

  성 성 질환 이승주 교수

  과민성 방 의 치료의 최신지견 김 철 교수

2부 좌장 방진성, 강 오 동문

  남성 수술의 최신지견 박왕진 동문

  남성 갱년기 치료 김범수 동문

3부 좌장 이 재, 강 일 동문

  노화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주름의 치료 이유식 동문

  여드름 치료의 원리 정찬의 동문

4부 좌장 김정권, 이홍우 동문

  립선비 증치료에서 KTP 이 김진호 동문

  립선비 증치료에서 TUNA 요법 신명식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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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료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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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진 210 185 172 194 225 226 230 215 196 244 218 188 2,503 

재진 1,301 1,543 1,316 1,375 1,703 1,525 1,630 1,615 1,424 1,708 1,497 1,544 18,181 

합계 1,511 1,728 1,488 1,569 1,928 1,751 1,860 1,830 1,620 1,952 1,715 1,732 20,684 

강남성모병원
진 303 359 304 354 369 345 403 254 307 322 303 319 3,942

재진 2,002 2,188 1,841 1,999 2,061 1,848 2,006 1,413 1,502 1,827 1,530 1,476 21,693

합계 2,305 2,547 2,145 2,353 2,430 2,193 2,409 1,667 1,809 2,149 1,833 1,795 25,635

  

의정부 성모병원
진 365 430 359 425 495 457 438 413 336 398 379 412 4,907

재진 1,582 1,752 1,660 1,655 1,931 1,780 1,800 1,791 1,699 1,703 1,661 1,755 20,769

합계 1,947 2,182 2,019 2,080 2,426 2,237 2,238 2,204 2,035 2,101 2,040 2,167 25,676

성 바오로 병원
진 158 170 162 164 197 168 175 172 148 186 189 198 2,087

재진 918 889 886 917 975 879 922 884 863 1,003 927 962 11,025

합계 1,076 1,059 1,048 1,081 1,172 1,047 1,097 1,056 1,011 1,189 1,116 1,160 13,112

인천성모병원
진 210 239 237 225 241 248 205 220 216 269 260 209 2,779

재진 1,079 1,201 1,047 1,143 1,190 1,218 1,216 1,236 1,124 1,334 1,249 971 14,008

합계 1,289 1,440 1,284 1,368 1,431 1,466 1,421 1,456 1,340 1,603 1,509 1,180 16,787

성가병원
진 285 277 262 245 265 262 252 294 244 282 284 277 3,229

재진 1,141 1,223 1,104 1,046 1,142 1,110 1,097 1,180 1,031 1,113 1,006 910 13,103

합계 1,426 1,500 1,366 1,291 1,407 1,372 1,349 1,474 1,275 1,395 1,290 1,187 16,332

성 빈센트 병원
진 363 338 295 333 438 442 377 372 321 422 367 362 4,430

재진 1,716 1,845 1,588 1,614 1,853 1,762 1,815 1,842 1,688 1,942 1,942 1,835 21,442

합계 2,079 2,183 1,883 1,947 2,291 2,204 2,192 2,214 2,009 2,364 2,309 2,197 25,872

성모병원
진 159 179 150 187 205 205 189 184 191 187 165 214 2,215 

재진 615 745 683 713 810 763 840 842 851 1,000 862 875 9,599 

합계 774 924 833 900 1,015 968 1,029 1,026 1,042 1,187 1,027 1,089 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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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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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56 38 50 50 57 62 47 55 41 60 50 33 599 

강남성모병원

95 104 97 97 95 94 97 92 104 109 77 91 1,152 

의정부 성모병원

68 85 67 80 96 80 49 75 69 83 80 82 914

성 바오로 병원

39 51 67 56 55 47 46 38 49 50 52 54 604

인천성모병원

22 28 28 27 22 37 33 23 30 29 43 32 354

성가병원

71 70 41 45 39 51 45 43 49 46 59 46 605

성 빈센트 병원

94 101 80 94 96 69 83 85 61 83 91 77 1,014 

성모병원

19 44 31 15 32 35 49 39 36 38 34 34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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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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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45 31 37 33 39 50 43 40 33 35 48 24 458

강남성모병원

70 97 71 71 66 77 81 86 79 80 72 70 920

의정부 성모병원

49 61 50 55 66 58 36 51 44 61 53 68 652

성 바오로 병원

46 41 54 49 47 41 29 41 43 49 60 59 559

인천성모병원

22 28 28 27 22 37 33 23 30 29 43 32 354

성가병원

60 59 40 39 36 42 44 36 37 43 47 34 517

성 빈센트 병원

75 84 59 84 83 75 70 76 42 76 83 66 873

성모병원

19 29 23 26 23 26 29 29 24 21 31 2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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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인사 동정

▪ 신규임용 이승주 임상조교수   2008.3

김재식 임상강사     2008.3

김상훈 임상강사     2008.5

김수진 임상강사     2008.3

정윤석 임상강사     2008.3

소성민 임상강사     2008.3

▪ 퇴직 박용  교수         2008.8

장   조교수       2008.2

최아람 임상강사     2008.2

▪ 진 김 철 부교수        → 교수

김 우 조교수        → 부교수

고 성 임강사      → 조교수

김효신 임강사      → 조교수

▪개원

강 일 동문 서울시 양천구 신정 4동 982-13번지 연승빌딩 2층 양천탑비뇨기과

이유식 동문 서울시 신사동 마루 고운비 피부성형외과

곽경민 동문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149-8번지 장호빌딩 3층 4호 J&J 피부비뇨기과

이충  동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동 889-75 삼정빌딩 2층 러스 의원

차승훈 동문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9-10 제강빌딩 502호 다니엘클리닉

▪근무지 변경

하유신 임강사 성빈센트 병원 -> 강남성모병원

최아람 임상강사 의정부 성모병원 -> 인천 부평세림병원 비뇨기과장

▪해외연수

홍성후 조교수 UCLA, Los Angeles, CA, USA, 2008.5-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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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발령

조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 79-2 제 5895 의무

최용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 리 사서함 100-14 호 제 3250 의무

▪공 보건의 발령

김수환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 리 325-1 홍산 보건 지소

이 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30-3 함양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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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직원 해외 출장

일시 학회명 개최지 참가 교수  공의

2008.3.8 KJSPU meeting 2008 Yokohama, 
Japan

서홍진

2008.3.24-3.29 23rd Annual EAU Congress Milan, Italy 황태곤, 이동환, 이지열, 
김 우, 김효신

2008.3.27-3.30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entral 
Asia Infectious Disease

Almaty, 
Kazakhstan

조용 , 한창희

2008.4.19-4.22 18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Barcelona, 
Spain

조용

2008.5.16-5.24 AUA annual meeting 2008 Orlando, 
Florida, 
USA

황태곤, 김 철, 김 우, 
고 성

2008.7.5-7.11 4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cne

Paris, 
France

김 철

2008.9.18-9.19 15th Annaul meeting of Chinese 
urological association

Kunming, 
China

조용

2008.9.26-9.27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PPCS)

Kaohsiung, 
Taiwan

김 철, 이지열, 김 우, 
이용석

2008.9.26-9.28 25th Japan Korea uroloical congress Okayama, 
Japan

황태곤, 조 진

2008.10.2-10.5 The 9th Asian congress of urology New Delhi, 
India

조용 , 한창희, 김두배

2008.10.20-10.24 2008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Cairo. Egypt 이동환, 김 철, 이지열, 
김 우, 이용석, 김수진

2008.11.8-11.9 The 60th western section of japan 
urological association

Kitakyushu, 
Japan

조용 , 황태곤

2008.11.29-12.3 11th Western Pacific Congress on 
Chemotherapy and Infectious disease 
& 5th AAUS Forum 

Taipei, 
Taiwan

조용 , 한창희, 이승주, 
손동완

2008.11.30-12.3 26th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Shanghai, 
China

조 진

2009.2.12-2.19 CMC-Johns Hopkins 자매결연 Baltimore, 
Maryland, 
USA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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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실 일지

▪ 2008. 3. 8 김 철 교수 빙부상

▪ 2008. 3.22 하재성 동문 결혼

▪ 2008. 4. 6 정윤석 교수 득녀

▪ 2008. 4.11 배웅진 공의 득남

▪ 2008. 4.18 최 섭 동문 득녀

▪ 2008. 5. 7 김세웅 교수 빙모상

▪ 2008. 5.22 최용선 동문 결혼

▪ 2008. 6. 1 윤문수 동문 장녀 결혼

▪ 2008. 6. 7 황태곤 교수 장남 결혼

▪ 2008. 8.27 박용  교수 퇴임

▪ 2008. 9. 6 황태곤 교수 장녀 결혼

▪ 2008.10.26 최항원 동문 결혼

▪ 2008.11. 6 이 돈 동문 작고

▪ 2008.11.29 황태곤 교수 빙부상

▪ 2008.12. 6 비뇨기과학 교실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 2008.12. 6 김희연 공의 결혼

▪ 2008.12.21 김성인 공의 득남

▪ 2009. 1.30 2009년도 가톨릭의  비뇨기과 입국식  사은회

▪ 2009. 2.24 신입 공의 오리엔테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