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과 혁신

글로벌 리더쉽

사회 공헌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비뇨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TEL : 02-2072-2427
E-mail : erehwon@snuh.org

행사장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윤덕병홀(의생명연구원 1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지하철 ❹호선 혜화(서울대학교병원)역 3번 출구

 

제31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
The 31st SEOUL UROLOGICAL SYMPOSIUM

일시  2022년 9월 17일(토) 08:30~17: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윤덕병홀(의생명연구원 1층) 

 주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동문회

김현회 교수 정년퇴임 기념



  
  

모시는 글 Invita�on

제31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

- 연수평점: 5점 - 등록비: 무료
- 사전등록: 2022년 9월 13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성명, 소속, 면허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erehwon@snuh.org)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Tel.  02-2072-2427 / Fax. 02-742-4665 / E-mail. erehwon@snuh.org

- 김현회 교수 정년퇴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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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회 교수 정년퇴임 기념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곽 철 (서울의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Congratulatory remarks 이규성 (서울의대 비뇨의학 동문회 회장)

Session 1. Revisiting basics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in robotic surgery era 홍준혁 (울산의대), 구자현 (서울의대)

09:10-09:25  Physiologic consideration of robot-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이학민 (서울의대)

09:25-09:40  Principle of entry, port-placement, and exit  태범식 (고려의대)

09:40-09:55  Basic technique of robot-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김광택 (가천의대)

09:55-10:15  Discussion 김정현 (강원의대), 송원훈 (부산의대), 이영주 (차의과학대)

Session  2. Invited lecture 1 홍성규 (서울의대)

10:15-10:45  Cytoreductive 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Hyung L. Kim (Cedars-sinai Medical Center)

10:45-11:00  Coffee break

 Session  3. Invited lecture 2 전성수 (성균관의대)

11:00-11:30  Single-port same day radical prostatectomy Isaac Kim (Yale University)

 Session  4. 1946 lecture : 김현회 교수 고별 강연 곽 철 (서울의대)

11:30-12:10  다움, 그리고… 김현회 (서울의대)

12:10-12:20  단체사진

12:20-13:20  Lunch

 Session  5. Various type of minimally invasive partial nephrectomy 정진수 (국립암센터), 변석수 (서울의대)

13:20-13:35  Robot-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for complex cases 강민용 (성균관의대)

13:35-13:50  Hand-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with selective clamping 박재영 (고려의대)

13:50-14:05  Single-port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From LESS to da Vinci SP 류호영 (이화의대)

14:05-14:25  Discussion 이정우 (경희의대), 조정기 (한양의대), 최우석 (건국의대)

 Session  6. Radical nephrectomy for RCC 정 현 (서울의대), 정병창 (성균관의대)

14:25-14:40  Laparoscopic versus robotic radical nephrectomy: Current evidence 정인갑 (울산의대)

14:40-14:55  Robotic radical nephrectomy with thrombectomy: Tips and technique 정창욱 (서울의대)

14:55-15:10  Surgically induced CKD: Same fate with medical CKD? 정규환 (서울의대)

15:10-15:30  Discussion 오진규 (가천의대), 이상철 (서울의대), 김형석 (동국의대)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7.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non-malignant urologic disease 박형근 (울산의대), 박관진 (서울의대)

15:50-16:05  Robotic surgery in pediatric urology 송상훈 (울산의대)

16:05-16:20  Robotic surgery for ureteral stricture 한덕현 (성균관의대)

16:20-16:35  Hand-assisted laparoscopic kidney surgery 백성현 (건국의대)

16:35-16:55  Discussion 백민기 (성균관의대), 임영재 (서울의대), 이정훈 (서울의대)

16:55-17:00  Closing 곽 철 (서울의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제 31회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 비뇨의학 심포지엄은 국내 대학 주관의 최초 비뇨의학 학술 심포지엄으로, 지난 30여 년간 교실원 및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학문적 토의를 통한 발전의 공간으로서 국내 비뇨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 비뇨의학교실과 대한민국 비뇨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김현회 교수님의 정년을 기리는 자리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침습수술 분야를 개척하시고, 신장암 분야에 큰 획을 그으신 김현회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Minimally Invasive Surgery and RCC”로 
정하였습니다. 미국 Yale 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인 Isaac Kim 교수의 da Vinci SP를 이용한 Single-port radical prostatectomy와 Cedars-Sinai Medical Center 
비뇨의학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Hyung L. Kim 교수의 Cytoreductive nephrectomy for RCC에 대한 특별 강연을 비롯해 최소침습수술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연구 중인 
연자들을 모시고 기본 술기부터 Laparoendoscopic single-site surgery, Hand-assisted laparoscopy, Robo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신장암 분야의 최신 수술과 소아, 
요관협착 및 외상 등 양성질환 분야의 최소침습수술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뇨기계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현회 교수님은 주임교수 재직 시에 최초로 교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ision 2020”은 상호존중, 글로벌 리더쉽, 도전과 
혁신이라는 교실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비뇨의학교실”로 교실원 전체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를 정비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ision 2030”을 새롭게 재정하였습니다.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비뇨의학교실”을 미션으로, “2030년 아시아 최고의 연구중심 
비뇨의학교실”을 비전으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심포지엄을 계기로 김현회 교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Vision 2030 목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좌장, 연자 및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발전에 헌신하시고,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신 김현회 교수님과 함께한 지난 역사와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곽   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동문회 동문회장  이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