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 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동문회

일시: 2019년 8월 17일 (토) 08:30 - 17: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TEL : 02-2072-2427 / E-mail : eun73jung@hanmail.net, peduropark@gmail.com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사무실 

TEL : 02-2072-2427 / FAX: 02-742-4665

E-mail :   eun73jung@hanmail.net,  

peduropark@gmail.com

6점

2019년 8월 12일 (월) 24시 까지

신한은행 110-216-473759 (예금주 : 박관진)

전문의 (30,000원), 전공의 (20,000원) - 사전등록

전문의 (40,000원), 전공의 (30,000원) - 현장등록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 김광명 교수 정년퇴임 기념 -

0308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비뇨의학교실



PROGRAM

제29회 서울비뇨의학심포지움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도 거의 끝나가는 8월을 맞이하여 제 29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1년 시작된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움은 국내 최초의 대학 주관 비뇨의학교실 학술행사로서 해마다 비뇨의학의 최신 지견들을 정리함으로써 국

내 비뇨의학 교육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는 모든 교실원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그 동안 교실에 많은 기여를 하신 김광명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리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김광명 교수는 본교 교

실에서 31년 동안 근속하시며 소아비뇨의학의 신경인성방광 진단과 치료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광명 교수님의 학문에 대

한 끝없는 열정과 성취는 그 동안 선후배, 동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김광명 교수님의 고별강연과 더불어 비뇨종양, 감염, 내비뇨 영역의 최신 지견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소아비뇨의학 분야 중 

음경 및 음낭성형술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본 심포지움의 강의를 맡아주신 모든 연자들과 좌장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행사를 준비한 모든 의국원들과 후원한 동문회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서울비뇨의학심포지움이 그간의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서로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참

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오승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동문회 동문회장 주명수

일시: 2019년 8월 17일 (토) 08:30-17: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제29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움
- 김광명 교수 정년퇴임 기념 -

08:30-09:00  등   록

09:00-09:10  개회사 오승준 (서울의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축   사 주명수 (서울의대 비뇨의학동문회 동문회장)

Session 1. Issues in urothelial cancer  좌장: 홍준혁 (울산의대), 전성수 (성균관의대) 

09:10-09:30  Therapeutic options in high-risk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duringthe shortage of BCG 박재영 (고려의대)

09:30-09:50  Perioperative treatment in MIBC 정병창 (성균관의대)

09:50-10:10  Robot-assisted radical cystectomy and intracorporeal neobladder: current status 구자현 (서울의대)

10:10-10:20  Questions and answers

10:20-10:40  Coffee break

Session 2. Techniques: penoplasty & scrotoplasty 좌장: 김경도 (중앙의대), 한상원 (연세의대)

10:40-11:00  Applying embryology to the management of concealed penis and penoscrotal transposition  임영재 (서울의대)

11:00-11:15  Video presentation of concealed penis repair: practical tips from incision to dressing   백민기 (성균관의대)

11:15-11:30  Video presentation of penoscrotal transposition repair: practical tips from incision to dressing  박관진 (서울의대)

11:30-12:00  Panel discussion: postoperative care and trouble shooting   임영재 (서울의대), 백민기 (성균관의대), 박관진 (서울의대)

 Session 3. 특강 1  좌장: 오승준 (서울의대)

12:00-12:30  My dedication to urology about 40 years       김광명 (서울의대)

12:30-13:30  Lunch (가든뷰)

Session 4. 특강 2 좌장: 김현회 (서울의대) 

13:30-14:00  Uroradiological perspectives of hematuria   김승협 (서울의대 영상의학과)

Session 5. Noble trends in endourology and infection 좌장: 변석수 (서울의대), 백성현 (건국의대)

14:00-14:20  Simultaneous surgery of renal stone an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all things considered   조성용 (서울의대)

14:20-14:40    Optimal selection of empirical antibiotics for febrile UTI in korea  이정우 (동국의대)

14:40-15:00  New trend of treatment for urinary calculi, stricture, and ureter tumor  박주현 (서울의대) 

 in the era of flexible ureteroscopy and cystoscopy

15:00-15:15    Questions and answers   

15:15-15:30  Coffee break

Session 6. Updates in prostate cancer 좌장: 김청수 (울산의대), 곽철 (서울의대)

15:30-15:50  Biomarkers for prostate cancer early detection: do they have real clinical  benefit? 김정현 (강원의대)

15:50-16:10  Evolving role of genetics in metastatic prostate cancer  김성한 (국립암센터)

16:10-16:30  Role of lymph node dissection i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and recent technical advancement  정인갑 (울산의대)

16:30-17:00  Panel discussion  김정현 (강원의대), 김성한 (국립암센터), 정인갑 (울산의대)

17:00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