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gram

09:00-09:30  Registration 

09:30-09:40 Opening address 곽철 (서울의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Congratulatory remarks 김건석 (서울의대 비뇨의학 동문회 회장)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Session 1. Cutting edge knowledge for prostate cancer 좌장: 전성수 (성균관의대)/변석수 (서울의대)

09:40-10:00 Determination of the biopsy strategy in the MR-target biopsy era  육형동 (서울의대)

10:00-10:20 Theranosis using PSMA for metastatic prostate cancer: Experience from clinical trial 정창욱 (서울의대)

10:20-10:40 PARP inibiors: A milestone towards precision oncolgy for men with prostate cancer 김성한 (국립암센터)

10:40-11:00 Discussion 김정현 (강원의대), 김명 (이화의대), 박재영 (고려의대)

Session 2. 1946 Lecture Chair: Cheol Kwa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1:00-11:30 Basic Research on the Prostate Cancer at the University of Tokyo 

  Sayuri Takahashi (The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11:30-13:00 Lunch & 대한외래 및 의국 투어  

Session 3. Video-based updates in endourology 좌장: 강정윤 (을지의대)/오승준 (서울의대)

13:00-13:20 Recent updates of managing urinary stones  권오성 (한림의대)

13:20-13:40  Endoscopic management of ureteral stricture 추민수 (서울의대)

13:40-14:00  New devices and technology for endoscopic treatment 김형석 (동국의대)

14:00-14:20 Discussion 김광택 (가천의대), 최우석 (건국의대), 김정권 (서울의대)

14:20-14:40 Break  

Session 4. Lower urinary tract dysfunction and infection 좌장: 윤상진 (가천의대)/손환철 (서울의대)

14:40-15:00  Future treatment modalities for BPH 박주현 (울산의대) 

15:00-15:20  Post-prostatectomy incontinence  정성진 (서울의대)

15:20-15:50 YouTub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regarding STIs 장진석 (서울비뇨기과)

15:50-16:00 Discussion 송상훈 (울산의대), 이정우(경희의대), 이상철 (서울의대)

Session 5. Special lecture: Past and the future 좌장: 김현회 (서울의대)                      

16:00-16:30 Academic journey with 'Seoul Urological Symposium' for 30 years 조성용 (서울의대)

16:30-16:40 Closing remarks  곽철 (서울의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제30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은 대학 주관의 최초 비뇨의학 분야 학술 심포지엄으로, 지난 30년간 교실원 및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써, 학문적 토의를 통한 발전의 공간으로써 
국내 비뇨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쿄 대학의 Sayuri Takahashi 교수의 전립선암 기초 연구에 대한 특별 강연을 비롯해 전립선암, 내비뇨, 배뇨장애 및 감염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연구 중인 연자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분야에서는 PSMA 
테라노스틱, PARP inhibitor 등의 최신 정보를 다루고, 내비뇨 분야에서는 Video-based 강의를 통해 몰입도를 높였으며, 개원 동문의 YouTube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 30년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COVID-19로 모이기 어려웠던 
동문 여러분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곽   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동문회 동문회장  김건석

모시는 글 Invitation

일시  2021년 8월 21일(토) 09:00~16:4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김종기홀(본관 지하1층)

 온라인

제30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