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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 Introduction

비뇨기계기초의학연구회장

연구회(재단)

이상돈 요로생식기손상재건연구회장 문홍상

나용길

감사

박종관

이상 99명 
성명 가나다 순

강석호
강정윤
강택원
고영휘
고우진
고준성
권동득
김건석
김계환
김대경
김명기

평의원회

김병훈
김선일
김수웅
김영식
김영호
김용우
김장환
김정현
김종현
김준철
김태형

김태환
김택상
김형곤
김형지
노　준
류동수
류지간
문경현
문두건
문홍상 
민승기

박관진
박광성
박동수
박만수
박상현
박성열
박승철
박준석
박현준
박홍석
백민기

백성현
서성일
서영진
서일영
서호경 
손환철
송기학
송윤섭
송재만 
신동길
신명식

신현철
심강수
양상국
오철영
유은상
윤석중
윤종민
윤하나
이건철
이경래
이규성

이동수
이동환
이상곤 
이상돈
이성호
이승주
이영구
이정구
이종복
이종진
이창호

이형래
장영섭
전성수
전승현
정승일
정재영 
정재일
정현철
조규선
천　준
최영득

최종보
하재성
한웅규
허정식
홍범식
홍성규
홍성후
홍영권
홍준혁
홍창희
화정석

대한남성과학회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장
대한소아비뇨의학회장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장

세부전공학회

문두건
전성수
류동수
김대경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장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장

서일영
김영호
조규선

대한전립선학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장

홍준혁
이동수
김형지

강원지회장
대구경북지회장
대전충청지회장

지회

이상곤
신현철
박만수

부산경남지회장
서울지회장
인천경기지회장

박준석
이정구
박동수

제주지회장
호남지회장

송재만
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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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Scholars (International)

President of International Urological Associations

2019 KUA Special Invited Speakers

StephenMark
Christchurch Hospital and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Moderator
● �International Session I�

(31 Thu. October, 15:00~16:00)�
ASEM Ballroom (Rm. 202)USANZ

President

Yeong-Shiau Pu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Speaker
● �Plenary Session II�

(31 Thu. October, 13:00~13:15)�
Grand Ballroom (Rm. 102+103)

TUA
President

Victor Nitti / Speaker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USA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0:00~10:15)�
Grand Ballroom (Rm. 102+103)

●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
(02 Sat. November, 09:15~10:05)�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5F)

AUA

CUA

Zhong Wu / Speaker
Huashan Hospital, China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1:45~12:00)�
Grand Ballroom (Rm. 102+103)

SKAU

Jonathan Hwang / Speaker
Medstar Washington Hospital Center, USA
● �Plenary Session III�

(31 Thu. October, 16:25~16:50)�
Grand Ballroom (Rm. 102+103)

Masatoshi Eto / Speaker
Kyushu University, Japan
● �Plenary Session IV�

(01 Fri. November, 09:30~09:45)�
Grand Ballroom (Rm. 102+103)

JUA

AUA

Chris Anderson / Speaker
Columbia University, USA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0:15~10:30 / 10:45~11:00)�
Grand Ballroom (Rm. 102+103)

●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
(02 Sat., November, 11:00~12:00 / 13:00~14:00)�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5F)

AUA

Jill Buckley / Speaker
UCSD, USA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1:00~11:15)�
Grand Ballroom (Rm. 102+103)

●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
(02 Sat., November, 14:00~15:00)�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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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International Urological Associations

2019 KUA Special Invited Speakers

Vu le Chuyen
Binhdan Hospital, Vietnem
Speaker
● �Plenary Session II�

(31 Thu. October, 13:30~13:45)�
Grand Ballroom (Rm. 102+103)

VUNA
President

Kim Moretti / Speaker
University of Adelaide, Australia
● �Plenary Session II�

(31 Thu. October, 13:45~14:00)�
Grand Ballroom (Rm. 102+103)

Renu Eapen / Speaker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 / 	
Austin Health & Olivia Newton John 	
Cancer Centre, Australia
● �Plenary Session IV�

(01 Fri. November, 09:45~10:00)�
Grand Ballroom (Rm. 102+103)

USANZ USANZ

EAU

Antonio Alcaraz / Speaker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0:30~10:45)�
Grand Ballroom (Rm. 102+103)

● �Satellite Symposium I�
(31 Thu. October, 12:00~12:20)�
Grand Ballroom (Rm. 102+103)

Jens Sønksen / Speaker
Herlev & Gentofte University Hospital, 	
Denmark
● �Plenary Session I�

(31 Thu. October, 11:30~11:45)�
Grand Ballroom (Rm. 102+103)

EAU

David Nikoleishvili / Speaker
MediClubGeorgia, Gerorgia
● �Plenary Session IV�

(31 Thu. October, 09:15~09:30)�
Grand Ballroom (Rm. 102+103)

Azimdjon N. Tursunkulov �
/ Speaker
AKFA Medline Hospital, Uzbekistan
● �Plenary Session II�

(31 Thu. October, 13:15~13:30)�
Grand Ballroom (Rm. 102+103)

GUA C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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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Location, Floor Plan

South North

RF Roof Parking Area

4F Conference Room (South) 401~403 Auditorium Meeting Room

3F Hall C │ Conference Room (South) 300~328 / E Hall D │ Auditorium

2F COEX Art Hall │ Exhibition Hall Conference Room (North) 204~211 │ 
ASEM Ballroom 201~203

1F Hall A Hall B │ Grand Ballroom

B1 Sanseong Station, Starfield Library Megabox, Aquarium, 
Bongeunsa Station

B2 Underground Parking Lot (A, C ,D, E) Underground Parking Lot (F, G)

B3 Underground Parking Lot (H, I)

B4 Underground Parking Lot (J, K)

COEX, 513,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Republic of Korea
Tel. 02 6000 0114 / Site. www.coex.co.kr

지하철 이용 시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2호선 삼성역	 5, 6번 출구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 도보로 약 10분 소요

버스 이용 시
간선버스(파랑)	 	143, 146, 301, 333, 341, 342, 360, 	

362, 401, 740, N13, N61
지선버스(녹색)	 		2413, 2415, 3217, 3411, 3412, 3414, 	

3425, 4318, 4419
광역버스(빨강)	 	500-2, 1100, 1700, 2000, 2000-1, 7007, 	

8001, 9303, 9407, 9414, 9507, 9607

공항버스 이용 시
6103번 리무진 버스� �삼성역 5번 출구, 코엑스 도심공항 2F 도착장 하차

코엑스 출발	 04:10~21:30 
공항 출발	 04:25~23:20 

6006번 리무진 버스� 삼성역 7번 출구 하차
코엑스 출발	 04:10~21:30 
공항 출발	 04:25~23:20 

6703번 리무진 버스� 인터콘티넬탈 서울 코엑스 하차
코엑스 출발	 04:49~18:11 
공항 출발	 05:15~23:12 

Limousine Bus (Incheon Airport → Seoul COEX)
6103 Limousine Bus

Get off 	 Samsung Station Exit 5
Time of Travel 	 Approx. 65 minutes

6006 Limousine Bus
Get off 	 Samsung Station Exit 7
Time of Travel 	 Approx. 75 minutes

6703 Limousine Bus
Get off 	 InterContinental Seoul COEX
Time of Travel 	 Approx. 75 minutes

SM 타운
SM TOWN

GLAD 강남
GLAD Gangnam

현대백화점 면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Duty-Free

L7 롯데 강남
L7 Lotte Gangnam

도심공항터미널(한국도심공항)
City Airport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Oakwood Premier Hotel

인터콘티넬탈 서울 코엑스
InterContinental Seoul COEX

트레이드 타워
Trade Tower

아셈 타워
ASEM Tower

현대 
아이파크 타워
Hyundai 
I-Park Tower

2호선 삼성역
Line 2 Samsung Station

9호선 봉은사역
Line 9 Bongeunsa Station

서울 선릉 정릉(세계문화유산)
Seolleung Royal Tomb and 
Jeongneung Royal Tomb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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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Auditorium Foyer
Welcome Reception

2F
ASEM Ballroom
Conference	 e-Presentation Zone
Booth Exhibition	 Lunch

Conference Room (North)
Conference	 VIP Room

1F
Grand Ballroom
Registration	 Conference
Booth Exhibition	 Presidential Dinner
Preview Room	 Lunch
평의원회	 유로퀴즈왕 콘테스트

ASEM 
Ballroom

Conference 
Room (North)

Conference 
Room (North)

Booth Exhibition

e-Presentation

VIP

Welcome Reception

Auditorium

Grand BallroomBooth
Exhibition

Preview PreviewRegistration

Booth
Exhibition

Booth Exhibition

InterContinental 
Seoul CO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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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chedule

1st Day
30 Wed.,

October

Program Time Place

지도전문의교육
(Education Program for Urologist) 09:00~13:00 ASEM Ballroom 	 (Rm. 203)

필수교육
(Compulsory Education) 10:00~12:00 ASEM Ballroom 	 (Rm. 202)

수련실태조사 보수교육 11:00~12:00 ASEM Ballroom 	 (Rm. 201)
Semi Live Surgery I 13:00~15:30 ASEM Ballroom 	 (Rm. 202)
평의원회 / 차기회장 선거�
(Council Meeting of KUA) 15:00~18:00 Grand Ballroom 	 (Rm. 101)

KUA Presidential Dinner 18:30~20:30 Grand Ballroom 	 (Rm. 103)

2nd Day
31 Thu.,

October

Program Time Place

Exhibition Opening 07:50~08:00 Grand Ballroom 	 (Rm. 102+103)
Meet the Expert 1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5A)
Meet the Expert 2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5B)
개회식 및 기념식�
(Opening  Ceremony) 09:00~09:30 Grand Ballroom 	 (Rm. 102+103)

Plenary Session I 09:30~12:00 Grand Ballroom 	 (Rm. 102+103)
Satellite Symposium I (Astellas) 12:00~13:00 Grand Ballroom 	 (Rm. 102+103)
Satellite Symposium II (GSK) 12:00~13:00 ASEM Ballroom 	 (Rm. 202)
Satellite Symposium III (Olympus) 12:00~13:00 ASEM Ballroom 	 (Rm. 203)
Plenary Session II 13:00~16:00 Grand Ballroom 	 (Rm. 102+103)
International Session 15:00~16:00 ASEM Ballroom 	 (Rm. 202)
Plenary Session III 16:00~18:00 Grand Ballroom 	 (Rm. 102+103)
KUA Welcome Reception 18:10~19:30 Auditorium Foyer	 (3F)

3rd Day
01 Fri.,

November

Program Time Place

Meet the Expert 3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5A)
Meet the Expert 4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5B)
Meet the Expert 5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9A)
Plenary Session IV 09:00~12:00 Grand Ballroom 	 (Rm. 102+103)
Nurse Forum 09:00~15:15 ASEM Ballroom 	 (Rm. 201+202)
Satellite Symposium IV (Hanmi) 12:00~13:00 Grand Ballroom 	 (Rm. 102+103)
Satellite Symposium V (MSD) 12:00~13:00 ASEM Ballroom 	 (Rm. 203)
71차 정기총회
(The 71st General Meeting) 13:00~14:00 Grand Ballroom 	 (Rm. 102+103)

Special Lecture (보험정책강좌) 14:00~15:00 Grand Ballroom 	 (Rm. 102+103)
Semi Live Surgery II 14:00~17:00 ASEM Ballroom 	 (Rm. 203)
비뇨의학과와 4차 산업혁명 포럼 15:30~17:00 Conference Room 	 (Rm. 209A)

4th Day
02 Sat.,

November

Program Time Place

KUA-AUA Resident �
Review Course 09:00~16:30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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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vents

2nd�Day│31�Thu.,�October

Welcome Reception
	 18:10~19:30
	 Auditorium Foyer (3F)

	 - Standing Buffet

※ 참석대상 : 학술대회 참가자 전원(부스직원 포함)

기자간담회
	 11:30~12:30
	 Conference Room (Rm. 209A)

※ Inviation Only

71th 개회식 및 기념식
	 09:00~09:30
	 Grand Ballroom (Rm. 102+103)

	 - 개회식	
	 - “비뇨의학” 교과서 제6판 출판기념식	
	 - ICUrology 창간 60주년 기념식	
	 - KUA Mission & Vision 선포식

※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으로 개회식 및 기념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3회 전공의 유로퀴즈왕 콘테스트
	 12:00~13:00
	 	Grand Ballroom (Rm. 104+105) 	

Booth 전시장 내

	 - 	유로퀴즈왕이 끝날 때까지 꼭 자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을 많이 응원
해주세요. 콘테스트를 관람하시는 청중들께
도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3rd�Day│01�Fri.,�November

제71차 정기총회
	 13:00~14:00
	 Grand Ballroom (Rm. 102+103)

	 - 시상식 : 공헌상, 대외공로상, 전공의 평가시험 우수상, Uro Camp (우수장학생)	
	 - 신입 정회원증 수여	
	 - 회무보고 / 인준사항 / 감사보고	
	 -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1st�Day│30�Wed.,�October

2019년 정기 평의원회
	 15:00~18:00
	 Grand Ballroom (Rm. 101)

	 - 회무보고 / 토의 및 의결 / 차기회장 선거

※ 평의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Presidential Dinner
	 18:30~20:30
	 Grand Ballroom (Rm. 103)

	 - 김세철학술인상 시상식	
	 - 학술상 시상식

※ Invita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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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71th�개회식 및 기념식

	 31 Thu. October, 09:00~09:30
	 Grand Ballroom (Rm. 102+103)

개회식 및 기념식 소개

개회사 이규성 대한비뇨의학회장

“비뇨의학” 교과서 제6판 출판기념식 백재승 교과서편찬위원장

ICUrology 창간 60주년 기념식 박광성 ICUrology편집위원장

KUA Mission & Vision 선포식 이승주 기획이사

※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으로 개회식 및 기념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비뇨의학과와 4차 산업혁명 포럼

	 01 Fri. November, 15:30~17:10
	 Conference Room (Rm. 209A)

- 	“의료에서의 4차 산업혁명 조망” 

의학분야(비뇨의학)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비하여야 하는가?

제3회 전공의 유로퀴즈왕 콘테스트

	 31 Thu. October, 12:00~13:00
	 Grand Ballroom (Rm. 104+105) Booth 전시장 내

- 	유로퀴즈왕이 끝날 때까지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콘테스트를 관람하시는 청중들께도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타 회의 개최

비뇨기계기초의학연구회
	 30 Wed. October, 12:00~13:00
	 Conference Room (Rm. 205A)

세부전공학회장 및 연구회장 연석회의
	 31 Thu. October, 08:00~09:00
	 Conference Room (Rm. 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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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영수증 재발급 안내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재발급 메뉴 클릭(사전등록에 한함)

주차권 제공이 어렵습니다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회 등록처(현장등록처: On-Site) 에서는 종일 주차권을 24,000원에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사오니 필요
하신 회원께서는 개별 구매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e-Presentation�Zone

	 ASEM Ballroom Foyer (2F)

	 - 학술대회 발표자료(구연, 비디오, e-Poster)	
	 - 자유 열람 공간(Download 불가)

점심식사 안내 : 강의실 내 도시락 제공

 	 30 Wed., October	 / ASEM Ballroom Foyer (Rm. 201, 202, 203)

 	 31 Thu., October	 / 	Grand Ballroom (Rm. 102+103), Satellite Symposium I 강의와 함께 식사	
ASEM Ballroom Foyer (Rm. 202), Satellite Symposium II 강의와 함께 식사	
ASEM Ballroom Foyer (Rm. 203), Satellite Symposium III 강의와 함께 식사

 	 01 Fri., November	/ 	Grand Ballroom (Rm. 102+103), Satellite Symposium IV 강의와 함께 식사	
ASEM Ballroom Foyer (Rm. 201+202), 좌석 부족 시 203호에서 식사 가능	
ASEM Ballroom Foyer (Rm. 203), Satellite Symposium V 강의와 함께 식사

“해당 날짜 식권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권은 명찰에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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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wards

국내논문(기초 최우수상)
Down-regulation of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melastatin member 7 prevents migration 
and invasion of renal cell carcinoma cells via 
inactivation of the Src and Akt pathway

하윤석 / 경북의대

학술상 : 국내논문

학술상 : 국외논문

국외논문(임상 최우수상)
Is Primary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 Suitable Option for Asia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Compared With Radical 
Prostatectomy?

하유신 / 가톨릭의대

국외논문(임상 우수상)
Changeable Conditional Survival Rates and 
Associated Prognosticators in Patients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ceiving First 
Line Targeted Therapy

강민용 / 성균관의대

국외논문(기초 최우수상)
Urine-based liquid biopsy: non-invasive and 
sensitive AR-V7 detection in urinary EVs from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하홍구 / 부산의대

국외논문(기초 우수상)
Histone demethylase KDM7A controls 
androgen receptor activity and tumor 
growth in prostate cancer

곽 철 / 서울의대

국내논문(임상 최우수상)
CRTC2 as a novel prognostic biomarker for worse 
pathologic outcomes and biochemical recurrence 
after radical prostatectomy i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이학민 / 서울의대

국내논문(임상 우수상)
Sexual behavior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of South 
Korea

김희연 / 가톨릭의대

김세철학술인상

주명수 / 울산의대

김세철학술인상은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 학술인을 선정하여 수여함.
- 이 상은 경남스틸에서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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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제발표상

임상부문
국내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PD-L1 발현률에 대한 조사	
: 후향적, 다기관 연구

김형석 / 동국의대

기초부문
Bacillus calmette-guerin cell wall cytoskeleton 
with encapsulated liposome enhances 
antitumor effect in bladder cancer through 
inhibition of mTOR activity and in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장인호 / 중앙의대

비디오부문
요실금을 피하기 위한 괄약근보존 HoLEP 술기

오승준 / 서울의대

비수련부문
음경확대술시 초기기간에 동종진피와 이종진피간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가?

홍성우 / 예작비뇨의학과의원

우수논문상(임상)
Development of the clinical calculator for mortality 
of patients with metastatic clear cell type renal cell 
carcinoma: An analysis of patients from Korean 
Renal Cancer Study Group database

박재영 / 고려의대

학술상 : 우수논문

우수논문상(기초)
Carbon monoxide releasing molecule-3 is 
associated with reduced warm ischemia 
reperfusion injury in a rat model

김대근 / CHA의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앞으로도 선생님의 학술 연구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술상 수상자 명단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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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구분 위치

JW중외제약 제약회사 7, 13
SK케미칼 제약회사 72, 73
(주)경보제약 제약회사 24, 25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약회사 16, 17, 18, 19
동아ST 제약회사 41, 42
바드코리아 의료기회사 45, 46
에코헬스케어 주식회사 의료기회사 33
(주)엠큐브테크놀로지 의료기회사 2
올림푸스한국 의료기회사 37, 38, 39, 40
원텍(주) 의료기회사 47, 48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의료기회사 59, 60
일양약품 제약회사 8, 30
제일약품 제약회사 22, 23
종근당 제약회사 77, 78
칼스톨츠 엔도스코피 코리아(유) 의료기회사 34, 35
콘바텍 코리아 유한회사 의료기회사 68, 69

업체명 구분 위치

콜로플라스트 의료기회사 52
텔레플렉스 코리아 의료기회사 70, 71
한국 MSD 제약회사 26, 27, 28, 29
한국아스텔라스 제약회사 9, 10, 11, 12, 75, 76
(주)한국얀센 제약회사 31, 32
한국페링 제약회사 74, 99
한독 제약회사 14, 15
한미약품(주) 제약회사 3, 4, 5, 6
한미헬스케어(주) 의료기회사 1
현대약품 제약회사 43
CMG 제약 제약회사 20
Soundable Health (다인기술) 의료기회사 61
광동제약 제약회사 55
다림양행 제약회사 54
(주)로얄제이에스 의료기회사 36
(주)메드타운 의료기회사 65

업체명 구분 위치

(주)메디탑 의료기회사 82
메디톡스(MEDYTOX) 제약회사 57, 58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의료기회사 49, 50
(주)솔빛메디칼 의료기회사 62
아시안메디칼 의료기회사 51
안국약품(주) 제약회사 67
일동제약 제약회사 21
제일메딕스약품 제약회사 66
주식회사 소구 의료기회사 79, 80
(주)지인씨앤티 의료기회사 63
쿡메디칼 코리아 의료기회사 81
(주)프로븐메드코리아 의료기회사 64
하이메드(주) 의료기회사 53
한국다케다제약주식회사 제약회사 56
(주)한국로슈 제약회사 44
한국화이자제약 제약회사 104

52 53

A Zone

B Zone

가나다 순

유로퀴즈왕  
콘테스트
10. 31(목)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InterContinental Seoul COE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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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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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SEM 
Ballroom

(Rm. 202)

ASEM 
Ballroom

(Rm. 203)

ASEM 
Ballroom

(Rm. 201)
Conference 

Room
(Rm. 205A+B) Conference 

Room
(Rm. 209A)

Lounge
(Rm. 211)

VIP Room
(Rm. 209A)

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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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개 회사의 104개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부스 및 광고를 협찬해 주신 회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3 103

업체명 구분 위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타 83
2020 UAA 홍보 기타 84
금청약품(주) 제약회사 93
(주)대웅제약 제약회사 95, 96
(주)대유메디칼 / OTU Medical 의료기회사 98
루메니스코리아 의료기회사 85
아주약품(주) 제약회사 91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제약회사 92
일산의학사(의학서적) 기타 102

업체명 구분 위치

입센코리아 제약회사 89
주식회사 서우 의료기회사 97
주식회사 코엠상사 의료기회사 86
주식회사 헬스브리즈 기타 103
한국BMS 제약 제약회사 90
한국벡크만쿨터 의료기회사 87, 88
주식회사 한국 팜비오 제약회사 100, 101
한올바이오파마(주) 제약회사 94

가나다 순

B Zone B Zone

Leadership  
M.R

(Rm. 210A+B)

B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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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 MEETING」
Application Guide

App
설치

2일차
이후 퇴장 접속 및

입장

● 	학술대회 전 	
사전등록자에게 	
설치안내 문자 발송

● 	대회장 도착 후, App 실행 및 
입장하기 선택

● 	귀가 시, 퇴장하기 선택 및 	
체류시간/평점확인

● 	설치안내 문자의 url을 통해 접속
●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선택
● 	접속된 스마트폰 OS에 맞게 	
KUA MEETING 설치 스토어 연결

● 	App 설치

● 	귀가 시, 비콘이 설치된 	
학술대회장 내에서 App의 	
퇴장하기 선택

● 	퇴장 여부에 대한 메시지 	
확인 후 퇴장하기 터치

● 	퇴장 후, 개별 체류시간 및 �
평점안내 확인

● 	App 설치 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SMS로 전송된 등록정보 Log-in �
입력

● 	대회장에서 App의 입장하기 선택
● 	1일차 입장하기 선택 시 명찰 	
자동출력 및 명찰수령 Zone 안내
(2~3일차는 명찰출력 X)

● 	자동 출석 체크

학회 어플 “KUA MEETING”은 2017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개발되었으며,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이 차곡차곡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어플 설치 또는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은 등록처 직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UA MEETING

App 업데이트 진행

KUA MEETING 설치

기존
설치자

신규
설치자

설치안내 QR Code
2019 KUA App

Android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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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30 Wed., October
Grand Ballroom ASEM Ballroom

101~103 201 202 203
08:00~ Registration (1층 등록데스크)

09:00~10:00

지도전문의교육
10:00~11:00

필수교육
11:00~12:00 수련실태조사 �

보수교육

12:00~13:00 Lunch

13:00~14:00

Oral Session 1
Basic Research - 

Cancer (I)
O 001~011

곽　철 (서울의대)

정재영 (국립암센터)

Semi Live�
Surgery I

Oral Session 2
Incontinence & �
female urology

O 012~022
김용태 (한양의대)

최종보 (아주의대)

14:00~15:00

Oral Session 3
Basic Research - 

Cancer (II)
O 023~033

장인호 (중앙의대)

한웅규 (연세의대)

Oral Session 4
LUTS / BPH (I)

O 034~044
김덕윤 (대구가톨릭의대)

오승준 (서울의대)

15:00~15:30

평의원회
(Rm. 101)

Oral Session 5
Cancer - Bladder, 

Pelvis, Ureter �
& Others (I)
O 045~055

이동현 (이화의대) 
김태환 (경북의대)

Oral Session 6
Basic Research - �
non-Cancer (I): 
Neurourology

O 056~066
송윤섭 (순천향의대)

15:30~16:00

16:00~17:00

Oral Session 7
Cancer - Kidney (I)

O 067~077
박재영 (고려의대)

박성우 (부산의대)

Oral Session 8
Pediatrics
O 078~088

조원열 (동아의대)

서홍진 (가톨릭의대)

17:00~18:00

Oral Session 9
Cancer - Prostate (I) 

O 089~099
변석수 (서울의대)

전황균 (성균관의대)

Oral Session 10
Infections & Others

O 100~110
나용길 (충남의대)

정재민 (부산의대)

18:30~20:30
Presidential 

Dinner
(Rm.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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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Grand Ballroom ASEM Ballroom

102+103 202 203
07:50~08:00 Exhibition Opening

08:00~09:00
Meet the Expert 1

Rm. 205A
Meet the Expert 2

Rm. 205B

09:00~09:30 Opening Ceremony
09:30~10:00

Plenary 
Session I

ICUrology 
Workshop
편집위원회
Rm. 205A

(~11:30)

10:00~11:00
Video Session 1

V 001~008
백성현 (건국의대)

박진성 (을지의대)

11:00~12:00

Oral Session 11
Infertility & Sexual 

Dysfunction
O 111~121

양상국 (건국의대)

박흥재 (성균관의대)

12:00~13:00
Satellite Symposium I

(Astellas)
Satellite Symposium II

(GSK)
Satellite Symposium III

(Olympus)
Lunch

13:00~14:00

Plenary 
Session II

Oral Session 12
LUTS / BPH (II)

O 122~132
화정석 (경상의대)

유은상 (경북의대)

14:00~15:00

Oral Session 13
Trauma & Others

O 133~143
문홍상 (한양의대)

강택원 (전남의대)

15:00~16:00

International Session
I 01~12

Sung Kyu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tephen Mark (University of Otago)

16:00~17:00

Plenary 
Session III

Oral Session 14
Endourology & �

Stone Disease (I)
O 144~154

권태균 (경북의대)

권동득 (전남의대)

17:00~18:00
Video Session 1

V 009~016
노준화 (광주기독병원)

박성열 (한양의대)

18:10~19:30 Welcome Reception (Auditorium Foyer,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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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01 Fri., November
Grand Ballroom ASEM Ballroom

102+103 201+202 203

08:00~09:00
Meet the Expert 3

Rm. 205A
Meet the Expert 4

Rm. 205B
Meet the Expert 5

Rm. 209A

09:00~10:00

Plenary 
Session IV

Nurse Forum
(09:20~11:45)

Oral Session 15
Cancer - Prostate (II)

O 155~165
정재일 (인제의대)

김홍섭 (건국의대)

10:00~11:00

Oral Session 16
Basic Research - �
non-Cancer (II): �

Infertility & Neurourology
O 166~176

양대열 (한림의대)

김수웅 (서울의대)

11:00~12:00

Oral Session 17
Cancer - Kidney (II)

O 177~187
김태효 (동아의대)

정　현 (서울의대)

12:00~13:00
Satellite Symposium IV

(Hanmi)
Satellite Symposium V

(MSD)
Lunch

13:00~14:00 71차 정기총회

Nurse Forum
(13:00~15:15)

Oral Session 18
Endourology & �

Stone Disease (II)
O 188~198

오진규 (가천의대)

오경진 (전남의대)

14:00~15:00
Special Lecture

보험정책강좌�
김세철학술인상 기념강연

Semi �
Live�

Surgery II
Rm. 203

비뇨의학과와 �
4차 산업혁명 

포럼
Rm. 209A

(15:30~17:10)

15:00~16:00

Oral Session 19
Cancer - Prostate (III) 

O 199~209
박동수 (차의대)

홍준혁 (울산의대)

16:00~17:00

Oral Session 20
Cancer - Prostate (IV)

O 210~220
이지열 (가톨릭의대)

함원식 (연세의대)

Oral Session 21
Cancer - Bladder, Pelvis, 

Ureter & Others (II)
O 221~231

김선일 (아주의대)

강석호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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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at., November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5F)
09:00~10:00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10:00~11:00

11:00~12:00

12:00~12:50 Lunch

12:50~13:50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
13:50~14:50

14:50~15:00

15:00~16:00

*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위치는 아래의 맵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InterContinental 
Seoul COEX

City Airport
Tower

Oakwood
Premier Hotel

Seven Luck
Casino

ASEM Tower

Lotte 
Duty Free 

East 
Gate

Grand
Ballroom North Gate

9호선 봉은사역
Line 9 Bongeunsa St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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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gram

30 Wed., October
09:00~13:00

지도전문의교육 ASEM Ballroom (Rm. 203)

09:00~10:00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내용, 지도전문의 자격 민경은�
경희의대

10:00~11:00 수련교육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최신 정보 �
(전공의 특별법)

정성진�
서울의대

11:00~12:00 수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평가방법 오경진�
전남의대

12:00~13:00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요건 및 자격시험 정재민�
부산의대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최초의 재교육 (공통/학회)주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마다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최초 교육을 받은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 주기는 3년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이후 교육이수자
: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1:00~12:00
수련실태조사 보수교육 ASEM Ballroom (Rm. 201)

11:00~12:00 수련실태조사 사전교육 안내 / 온라인 수련실태 시스템 교육 함원식�
연세의대/ 수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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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ed., October
10:00~12:00

필수교육 ASEM Ballroom (Rm. 202)

10:00 인사말 좌장 : 이정구�
고려의대

10:00~10:30 비뇨기 수술부위 감염관리 박가은�
건국의대 알레르기감염내과

10:30~11:00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송필현�
영남의대

11:00~11:30 임상의사가 알아야 할 환자 안전관리법 박재훈�
(사)한국의료법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30~12:00 비뇨의학과 의사가 숙지해야 할 진료실 의료윤리 손환철�
서울의대

13:00~15:30

Semi Live surgery I ASEM Ballroom (Rm. 202)
좌장 : 전성수 성균관의대, 전승현 경희의대

13:00~14:30 Robot-assisted radical nephrectomy with �
IVC thrombectomy

홍성후 가톨릭의대

패널 : 박종욱 원자력병원
함원식 연세의대

14:30~15:30 Mini PNL 
김범수 경북의대

패널 : 고경태 한림의대
이상협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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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08:00~09:00

Meet the Expert 1 Conference Room (Rm. 205A)

08:00~09:00 Self-development of research and surgical performance 
in urological oncology

안한종�
울산의대

Meet the Expert 2 Conference Room (Rm. 205B)

08:00~09:00 A new area that urologist has to concern �
from now to future

박종관�
전북의대

12:00~13:00
Sponsored Symposium

Satellite Symposium I (Sponsor: Astellas)
Grand Ballroom (Rm. 102+103)

좌장 : 곽 철 서울의대

12:00~13:00 Xtandi as optimal treatment for chemo-naïve �
mCRPC patients

Antonio Alcaraz�
University of Barcelona

Satellite Symposium II (Sponsor: GSK)
ASEM Ballroom (Rm. 202)

좌장 : 손환철 서울의대

12:00~13:00 The Use of 5ARI in the Management of BPH in Korea in 2019, �
and beyond

김선일�
아주의대

Satellite Symposium III (Sponsor: Olympus)
ASEM Ballroom (Rm. 203)

좌장 : 이상철 충북의대

12:00~13:00 How to maximize surgical outcomes for RIRS 김범수�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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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09:30~12:00

Plenary Session I Grand Ballroom (Rm. 102+103)

09:30~09:45 Daily highlight Minyong Ka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09:45~10:00 What is the new concept of flexible ureteroscopy? Sung Yong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0:00~10:15 Surgical treatment of SUI in 2019 Victor Nitti�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USA

10:15~10:30 Should We Biopsy Every Small Renal Mass? Chris Anderson�
Columbia University, USA

10:30~10:45 Update of renal cell carcinoma surgery in 2019 Antonio Alcaraz�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10:45~11:00 Ureteroenteric anastomotic Stricture after radical 
cystectomy

Chris Anderson�
Columbia University, USA

11:00~11:15 Use of the Robot in GU Reconstruction Jill Buckley�
UCSD, USA

11:15~11:30 PI-RADS & MRI, How much unnecessary biopsy has been 
reduced?

U Syn Ha�
Catholic University, Korea

11:30~11:45 Shock wave therapy for erectile dysfuntion and 
peyronies’s disease: Where are we today?

Jens Sønksen �
Herlev & Gentofte �

University Hospital, Denmark

11:45~12:00 Management of renal caliceal diverticular stones�
: RIRS or PNL ?

Zhong Wu�
Huashan Hospita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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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13:30~16:00

Plenary Session II Grand Ballroom (Rm. 102+103)

13:00~13:15 Development of a novel botanic agent for the treatment 
of BPH--A aourney towards unknown

Yeong-Shiau Pu�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13:15~13:30 Mini PCNL in children Azimdjon N. Tursunkulov�
AKFA Medline Hospital, Uzbekistan

13:30~13:45 Choice of urinary diversion after robotic assisted radical 
cystectomy

Vu le Chuyen�
Binhdan Hospital, Vietnam

13:45~14:00
How quality cancer registries can lead to improved 
outcomes – the example of PCOR-ANZ (The prostate 
cancer outcomes registry, Australia and New Zealand)

Kim Moretti�
University of Adelaide, Australia

Debate 1 - �Cytoreductive surgery for primary tumor in intermediate 
risk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Jinsoo Chung�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14:00~14:15 Pros Sung Yul Park�
Hanyang University, Korea

14:15~14:30 Cons Young Hwii Ko�
Yongnam University, Korea

Debate 2 -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linical and molecular profile 
between bladder and upper tract urothelial cancer?

Jin Seon Cho�
Hallym University, Korea

14:30~14:45 Yes Ho Kyung Seo�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14:45~15:00 No Ja Hyeon Ku�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ebate 3 - �Management of LUTS in the male underactive bladder (UAB) Dae Kyung Kim�
Eulji University, Korea

15:00~15:15 Treat the outlet first Seong Jin 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5:15~15:30 Treat the bladder first Jae Hyun Bae�
Korea University, Korea

Debate 4 -  �Managing the adolescent varicocele - Proactive surgery vs 
Observation

Kun Suk Kim�
Ulsan University, Korea

15:30~15:45 Proactive surgery Sungchan Park�
Ulsan University, Korea

15:45~16:00 Observation Hyoung Keun Park�
Konkuk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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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16:00~18:00

Plenary Session III Grand Ballroom (Rm. 102+103)

16:00~16:25 Cancer immunology Eui-Cheol Shin�
KAIST, Korea

16:25~16:50 Physician Wellness in 2019 and beyond Jonathan Hwang�
Medstar Washington Hospital Center, USA

16:50~17:15 Artificial intelligence in biomedical research
Sungroh Yoon�

Seoul National Univeristy, �
Engineering College, Korea

17:15~18:00 의사가 만든 나라, 일본 Sang Mok Shin�
Kiriyama Bonjin, Korea

09:30~11:00

ICUrology Workshop Conference Room (Rm. 205A)
좌장 : 박광성 전남의대

09:30~09:40 등록 및 개회

09:40~09:50 Current report of the ICUrology 박재영�
고려의대

09:50~10:20 데이터공유에 관련된 연구출판윤리 허 선 �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10:20~10:30 시상식 Reviewer of the Year Award 2019, Most Cited Article Award 2019

10:30~11:00 학회지 창간 60주년 기념 관련 행사

11:00 기념촬영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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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ri., November
08:00~09:00

Meet the Expert 3 Conference Room (Rm. 205A)

08:00~09:00 Accumulation and challenge 오승준�
서울의대

Meet the Expert 4 Conference Room (Rm. 205B)

08:00~09:00 Writing research paper easily and habitually 김재헌�
순천향의대

Meet the Expert 5 Conference Room (Rm. 209A)

08:00~09:00 Adopting newtechnology as a clinical urologist 나군호�
연세의대

14:00~15:00
Special Lecture Grand Ballroom (Rm. 102+103)

보험정책강좌 좌장 : 이영구 한림의대

14:00~14:30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및 업무 범위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14:30~14:50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정책과의 관계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세철학술인상 수상자 기념강연

14:50~15:00 김세철학술인상 수상자 기념강연 주명수�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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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ri., November
09:00~12:00

Plenary Session IV Grand Ballroom (Rm. 102+103)

09:00~09:15 Daily highlight Seock Hwan Cho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09:15~09:30 Stone disease David Nikoleishvili�
MediClubGeorgia, Georgia

09:30~09:45 A novel navigation system in robot-assisted partial 
nephrectomy

Masatoshi Eto�
Kyushu University, Japan

09:45~10:00 PSMA PET: the Journey from Diagnostics to Theranostics
Renu Eapen�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 
/ Austin Health & Olivia Newton 

John Cancer Centre, Australia

10:00~10:15 Molecular landscape of advanced prostate cancer�
: What we know and what we will expect?

Seok Joong Y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10:15~10:30 Orgasmic dysfunction after radical prostatectomy Hyun Jun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10:45~11:00 What is the best tool for prostate cancer with bone 
metastasis?

In Gab Jeong�
Ulsan University, Korea

11:00~11:15 LUTS: Urology or Neurology? Jang Hwan Kim�
Yonsei University, Korea

11:15~11:30 Microbiome and urinary tract disease Seung Ju Lee�
Catholic University, Korea

11:30~11:45 Oncologic outcomes of nephron sparing surgery for 
UTUC 

Byong Chang 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11:45~12:00 Management for vesicoureteral reflux in the era of 
guideline: Changing paradigm 

Jun Mo Kim�
Soonchunghyang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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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5:15

Nurse Forum ASEM Ballroom (Rm. 201+202)
사회 : 이승주 가톨릭의대

09:20~09:30 축사 이규성�
대한비뇨의학회장

09:30~10:30 Urology Outpatient Procedures 좌장 : 박성운 광주기독병원, 김명완 서울성모병원 RN

Cysto room manual 한병규�
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

Intravesical instillation 김원태�
충북의대

Prostate biopsy 김민석�
조선의대

10:30~10:45 Break

10:45~11:45 Urology Outpatient Care 좌장 : 나용길 충남의대, 이상림 서울대병원 RN 

Catheterization: indwelling or intermittent in adults 최진봉�
가톨릭의대

Incontinent urostomy 조인창�
국립경찰병원

Male incontinence after prostate surgery 이상욱�
강원의대

11:45~13:00 Lunch Break

13:00~14:00 Basics for Urological Surgery 좌장 : 손정환 분당제생병원, 추희정 이대서울병원 RN

Pre-operative assessment of urological surgical cases 김명수�
전남의대

Basic surgical anatomy and surgical positions in urology 배상락�
가톨릭의대

Peri-operative patient education 천성희�
보라매병원 RN

14:00~14:15 Afternoon Break

14:15~15:15 Endoscopic & Robotic Surgery 좌장 : 김태형 중앙의대, 허경옥 서울아산병원 RN 

Endoscopic devices & equipment for urological surgery 이동섭�
가톨릭의대

Robotic nurse duties in the urology operative room    송현정�
신촌세브란스 RN

Post-operative care for transurethral surgery    정지은�
삼성서울병원 RN

01 Fri., November

Scientif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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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ri., November
12:00~13:00

Sponsored Symposium

Satellite Symposium IV (Sponsor: Hanmi)
Grand Ballroom (Rm. 102+103)

좌장 :  이영구 한림의대

12:00~13:00 Treatment dose of tamsulosin in LUTS/BPH; Unmet 
needs and real world experience for tamsulosin 0.4mg

배웅진�
가톨릭의대

Satellite Symposium V (Sponsor: MSD)
ASEM Ballroom (Rm. 203)

좌장 : 송채린 울산의대

12:00~13:00 Pembrolizumab+axitinib: Unprecedented overall �
survival for patient with mRCC 

황의창�
전남의대

14:00~17:00

Semi Live surgery II ASEM Ballroom (Rm. 203)
좌장 : 문두건 고려의대, 서일영 원광의대

14:00~15:00 Artificial sphincter 
이규성 성균관의대

패널 : 유은상 경북의대
고광진 한림의대

15:00~16:00 Tunical shortening procedure with Yachia technique
 류지간 인하의대

패널 : 손환철 서울의대 
이동섭 가톨릭의대

16:00~17:00 Pneumovesical surgery 
 임영재 서울의대

패널 : 백민기 성균관의대
김상운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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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ri., November

Scientific Program

15:30~17:10

비뇨의학과와 4차 산업혁명 포럼 Conference Room (Rm. 209A)
좌장 : 허 선 한림의대, 김계환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이사

15:30~15:35 Opening  Remark 정경진�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간사  

15:35~15:40 축사 이규성 �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발제

15:40~15:45
1. 의료에서의 4차 산업 혁명 의미와 조망

허 선 �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2. 비뇨의학에서의 4차 산업 접목 현황 및 전망 김계환�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이사

1부 발표

15:45~15:55

- 의료용 로봇 기술의 현황 및 전망
- 비뇨의학을 포함한 현재의 의학용 로봇 기술
- 미래의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혹은 인텔리젼트 로봇의 발달
- IoT 시대의 기술 발전 및 의학용 센서의 발달

이병주�
한양대, 한국로봇학회 회장

15:55~16:05 - 인공지능의 발전과 의학에서의 응용 현황 및 발전 방향
- 3D 프린팅의 의학에서의 응용 현황 및 미래의 조망

김남국�
울산의대,�

신산업투자위원회 바이오헬스분과위원장

16:05~16:15
- 4차 산업 혁명기,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료와 마케팅
- 한국 의료 기술, 서비스의 국제 마케팅

조은정�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16:15~16:30 질의응답

2부 발표

16:30~16:40 - 한국 과학학술지 발전 전략, 
-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서 인공지능 활용 

김기홍�
아주대,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위원장

16:40~16:50
- �의료와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 XR (혼합현실), �

3D 영상의 접목
- VR, AR, XR의 실용화 방향 

Alaric Hamacher�
광운대 광운한림원, ZDF, 3D Consultant 

for public broadcaster ZDF

16:50~17:00 질의응답

의견 교환 및 추가 논의

17:00~17:10

- �각 연자들의 영역에서 국가 의료 영역 투자 및 정책 집행 방향에 대한 소개 및 제언
- 비뇨의학과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 방향에 대한 제언
- 각 연자들의 비뇨의학 분야에서의 협업 가능 분야 모색
- 기타 토의사항

Closing Remark 김계환�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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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at., November
09:00~16:00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KUA-AUA Young Urologist  
Review Course

Chair: Hwang Gyun Je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09:00~09:15 Welcome and Introductions Kyu-Sung Lee�
KUA President

09:15~10:05

Female Urology and Neurology
- Overactive Bladder/Urgency Incontinence 
- Stress Urinary Incontinence 
- Pelvic Organ Prolapse 
- Vaginal Masses/Urethral Diverticulum 
- Urinary Fistula 
- Neurourology

Victor Nitti�
New York University �
Medical Center, USA

10:05~11:00

Renal Cancer
- �Treatment of Localized Disease �

(including Role of Partial Nephrectomy) 
- Treatment of Metastatic Disease 
- Transitional Cell Carcinoma

Cheryn Song�
Ulsan University, Korea

11:00~12:00

Prostate Cancer
- �Diagnosis and Screen, Staging, Imaging �

(including PSA Screening Controversies)
- �Treatment of Localized Cancer (U.S. Stages A and B), �

Watchful Waiting, Radiation, Interstitial Irradiation, Surgery, 
Cryosurgery and Hormonal Therapy)

- �Treatment of Advanced Cancer (U.S. Stages C and D) �
and Treatment of Radiation Failure

- �DVT Prophylaxis

Chris Anderson�
Columbia University, USA

12:00~12:50 Lunc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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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at., November

Scientific Program

09:00~16:00
Oakwood Premier Hotel, Oak Room

KUA-AUA Young Urologist �
Review Course

Chair: Hwang Gyun Je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12:50~13:50

Bladder Cancer
- �Staging and Risk Stratification of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 �Multidisciplinary Treatment including Radical Cystectomy, 

Lymphadenectomy, Peri-Operative Chemotherapy and 
Chemoradiation Therapy

- �Metabolic Derangements that Occur with Diversions
- �Other Bladder Sparing Treatments
- �Treatment of Metastatic Disease
- �Bladder Cancer Test Questions

Chris Anderson�
Columbia University, USA

13:50~14:50

Reconstruction and Urologic Trauma
- �Renal and Ureteral Trauma: Evaluation and Management
- �Bladder and Urethral Trauma: Evaluation and Management 
- �Genital Trauma: Evaluation and Management
- �Urethral Stricture Disease

Jill Buckley�
UCSD, USA

14:50~15:00 Afternoon Break

15:00~16:00

Urolithiasis
-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 �Evaluation and Medical Management 
- �Surgical Management of Stone Disease

Hyung Ho Lee�
NHIS Ilsan Hospital, Korea

16:00 Closing Remarks / Ad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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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1) 13:00~14:00

Oral Session 1: Basic Research - Cancer (I)� 좌장 : 곽 철 (서울의대), 정재영 (국립암센터)

O-001� DRG2 level in prostate cancer cell line impacts docetaxel-induced apoptosis
Song Hee Kim1, Won Hyeok Lee1, Young Min Kim2, Kyung Hyun Moon3, Sungchan Park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이비인후과, 2해부병리과, 3비뇨의학과

O-002� 비뇨기암 환자에서 소변의 세균유래 소포체를 이용한 메타제놈 분석
이은주1,2, 송 완1, 윤하나1, 정우식1, 심봉석1, 이동현1, 김광현1

1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

O-003� Urine-based liquid biopsy: non-invasive andsensitive AR-V7 detection in urinary EVs 
from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구자윤,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04� Estradiol stimulates cell proliferation of prostate epithelial cells through estrogen receptor
선소정1, 문경태2, 조희주3, 최재덕2, 조정만2, 양현원1, 유탁근2

1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부, 2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비뇨의학교실, 3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O-005� Increased Expression Ratio of Urinary miR-H19 and miR-1913 to miR-3659: as a Non-
Invasive Diagnostic Biomarker for Prostate Cancer
변영준, 박현미, 정필두, 이희윤, 서성필, 강호원,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06� Urinary mRNA using droplet digital PCR for prostate cancer screening in a Korean 
population
강호원, 변영준, 박현미, 정필두, 이희윤, 서성필,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07� Distinct Mutation Profiles between Primary Bladder Cancers and Circulating Tumor Cells 
Warrant the Use of Circulating Tumors Cells as Cellular Resource for Mutation Follow-up
Tae-Min Kim2, Jinseon Yoo2, Yong-Jun Suh3, Hyong Woo Moon1, Sungmin Kang1, Jong Hyup Yang1, Jin 
Bong Choi1, Sung-Hoo Hong1, Ji Youl Lee1, *U-Syn Ha1

1Department of Ur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2Cancer Research Center,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Biomedicine &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3Cytogen Inc., Seoul, Korea

O-008� Effects of patch combining human fibroblast-derived matrix on erectile function in a 
bilateral cavernous nerve injury rat model
신동호, 정애량, 문형우, 박용현, 김인걸, 이지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O-009� 골수 조혈 줄기 세포에서 유래 된 수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 요법의 전립선 암의 TRAMP-C1 동족 마우스 
모델에서의 효과 
임범진1, 김윤림1,2, 김봉민1, 이현아3, 김현수3, 유달산1, 정인갑1, 김청수1,2

1Department of Ur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2Institute for 
Innovative Cancer Research,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3FCB-Pharmicell Co.Ltd,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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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10� 전립선암의 비침습적 조기진단을 위한 새로운 생체표지자로서 엑소좀의 진단적 가치에 대한 연구
심지성1, 이관희2, 김호준2, 정영도2, 박성욱2, 강석호1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O-011� Inhibition of tumor growth using TRAIL overexpressing adipose derived stem cell is 
enhanced by combination with chemotherapeutic agent CPT-11 in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송윤섭1, 오은정1, 한지윤1, 이현영1, 김재헌1, 두승환1, 양원재1, 한용석2, 이상훈2

1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순천향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3) 13:00~14:00

Oral Session 2: Incontinence & female urology� 좌장 : 김용태 (한양의대), 최종보 (아주의대)

O-012� 여성 노인 환자군에서 DOIC의 유병율과 특성: 비신경인성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는 지역거주 
환자군에서의 비교
정성진, 이영주, 송상헌, 김학주, 김진혁, 예창희, 이민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O-013� Natural History of Patients with Presumptive Diagnosis of Ulcerative Interstitial Cystitis: A 
13-Year Experience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강유진, 오승준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14� 방광 내 골반신경 자극 후 Auqaporin2(AQP2) 및 Vasopressin v1a (AVP-v1a)의 발현 및 막전좌
송재익, 김태희, 김재현, 김선옥, 송승희,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O-015� Overexpression of SDF-1 Improves Neurogenic Bladder by Inducing Stem Cells Homing in 
a Pelvic Nerve Crush Injury Rat Model
성재우, 신동호, 양종협, 조신제, 문형우, 이규원, 박용현, 조혁진, 하유신, 홍성후, 이지열, 김세웅, 배웅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16� 단일기관의 이분척추증 환자들의 성인기로의 전환기 관리(transitional care) 실태 분석
신상희1, 지윤혜1, 이용승2, 박지은1, 김상운2, 한상원2

1세브란스병원 소아비뇨의학과 방광요도재활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17� 방광감각의 예민함과 과민성방광과의 관계
김문성, 유영동, 김태진, 김태헌, 이승렬
차의과대학교 비뇨의학교실

O-018� 982례의 중부 요도 슬링 수술 후 수술적 교정을 요하는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고찰
박시균, 이권경, 강병진, 박지훈, 김현우, 신동길, 이정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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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19� 방광탈출증 정도에 따른 방광 기능의 요역동학적 변화
박시균, 이권경, 강병진, 박지훈, 김현우, 신동길, 이정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20� 요절박과 과민성 방광 관련 설문지의 번역 및 언어 타당도 검증
김승이1, 이효석2, 이하나3, 이소연4, 추민수5, 박민구6, 채지윤7, 오승준1, 조성용1,8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제일병원 비뇨의학과,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4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비뇨의학과, 5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6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비뇨의학과, 7미즈러브여성비뇨기과, 8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O-021� 골반 장기 탈출증을 동반한 여성에서의 로봇 보조 천골질 고정술과 천골자궁 고정술의 수술 결과 및 
안정성
변혜진, 이규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O-022� 재발 고위험군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 있어 TVT와 TOT의 수술 결과 대조 분석 연구: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
김아람, 김민서, 안재학, 최우석, 박형근, 백성현, 김형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1) 14:00~15:00

Oral Session 3: Basic Research - Cancer (II)� 좌장 : 장인호 (중앙의대), 한웅규 (연세의대)

O-023� c-Met activation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a TGFβ-receptor regulatory network in 
bladder cancer progression
구자윤1, Wen Jing Sim2, Prasanna Vasudevan Iyengar3, Jean Paul Thiery2, 김경환1, 박지훈1, 강병진1, 
박시균1, 이권경1, 하홍구1

1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A*STAR, Singapore, 3Cancer Science Institute of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O-024� 신세포암에 침윤한 종양 특이 CD8 T 세포 중에서 CD39를 발현하는 CD8 T 세포의 표현형적 특성
유현수1, 이용준2, 강민용1, 성현환1, 전황균1, 정병창1, 전성수1, 이현무1, 박준식3, 박수형4, 신의철2, 서성일1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면역감염질환연구실,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4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중개면역 및 백신연구실

O-025� Anticancer Effect of Ginsenoside Rg3 and Rh2 in Renal Cell Carcinoma
윤영은1, 이지영1, 장은비1, 문홍상1, 천 준2, 박성열1

1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비뇨의학교실

O-026� Immune exhaustion status of CD8+ tumor-infiltrating lymphocytes in urothelial bladder 
cancer
윤석중1, 한혜숙2, 김희경2, 서성필1, 강호원1, 김원태1, 김용준1, 이상철1, 김원재1

1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O-027� Phosphorylated PAK4 expression is associated with aggressive histologic features and 
poor prognosis in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renal cell carcinoma
서성필, 변영준, 박현미, 정필두, 이희윤, 강호원,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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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8� Molecular Subtypes of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정필두, 변영준, 박현미, 이희윤, 서성필, 강호원,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29� Down expression of collagen VI alpha 1 is associated with poor prognosis in bladder 
cancer
박현미, 변영준, 정필두, 이희윤, 서성필, 강호원,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30� TRPM7 : 방광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표적
하윤석1, 정재욱1, 최석환2, 이준녕1, 김범수2, 김현태1, 김태환1, 유은상2, 권태균1

1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31� 임상적 T1 병기의 투명신세포암 환자 중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환자군에서의 유전자적 특징 분석
박지수1, 이효정1, 임영선1, 김종찬1, 장원식1, 이승환1, 나군호1, 최영득1, 조남훈2, 이지현3, Ahmad Almujalhem1, 
Hatem Hamed Althubiany4, Aalqahtani Ali A1, 함원식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3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O-032� Bacillus calmette-guerin cell wall cytoskeleton with encapsulated liposome enhances 
antitumor effect in bladder cancer through inhibition of mTOR activity and in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황영미1, 윤다현1, 황광용1, 윤호엽2, 최영욱2, 장인호1

1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중앙대학교 약학대학

O-033� Folate-conjugated liposomal carriers enhance the sensitivity to rapamycin in urothelial 
carcinoma (URCa) cells and orthotopic bladder cancer mouse model 
심재헌1, 황영미1, 황광용1, 윤호엽2, 최영욱2, 장인호1

1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중앙대학교 약학대학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3) 14:00~15:00

Oral session 4: LUTS / BPH (I)� 좌장 : 김덕윤 (대구가톨릭의대), 오승준 (서울의대)

O-034�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알파차단제의 복용 패턴변화 및 복용 지속과 관련된 요인 분석
김성진, 권오성, 최돈경, 조성태, 이영구, 고광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035� 연령에 따른 계절성 배뇨 변화는 기온 보다는 일주기성 영향이 크다
심재헌, 최세영, 지병훈, 장인호, 김태형, 명순철, 김경도, 문영태, 김진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36�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방광유순도가 수술 후 기능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상준1, 서준교1, 박주현1, 조성용2, 정 현1, 손환철1, 오승준2, 백재승3, 조민철1

1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교실, 2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비뇨의학교실

O-037�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전자의무기록 기반 남성 하부요로증상 원인 예측모델 개발 연구
정지원1, 조경원1, 공혜선2, 허지현2, 조백환1, 정명진3, 한덕현2, 이규성2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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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38� 방광출구폐색 남성에서 nitric oxide와 요역동학 지표의 관계
조강준, 최진봉, 고준성, 김준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O-039� 전립선 홀뮴 레이저 수술 이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 방지를 위한 인자들은 무엇인가
박시균, 이권경, 강병진, 박지훈, 김현우, 신동길, 이정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40� 배뇨후 점적의 증상 평가를 위한 설문 제작 및 유효성 확인 ;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
정현철1, 이정훈1, 고경태1, 양대열1, 이원기2, 조성태3, 오철영4, 이성호5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비뇨의학과, 2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3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4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5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O-041� HoLEP 후 catheter time 최소화를 위한 자가 도뇨 교육의 효용성
한병규, 문기혁
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

O-042�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홀렙수술 전후 야간뇨의 변화: 전향적 연구
정혁달, 김환익, 도지은, 조성용, 오승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43�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홀렙수술 전후 시기 및 종류별 요실금 양상변화: 전향적 연구
김환익, 정혁달, 도지은, 조성용, 오승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44�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 후 전립선 요도각과 증상 호전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립선 크기의 
중요성
심명선, 방우진, 오철영, 이용성, 조진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1) 15:00~16:00

Oral Session 5: Cancer - Bladder, Pelvis, Ureter & Others (I)
� 좌장 : 이동현 (이화의대), 김태환 (경북의대)

O-045� BASQ 분류에 따른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의 임상적 결과
육형동1, 김환익2, 정창욱2, 곽 철2, 김현회2, 문경철3, 구자현2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과교실,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O-046� Outcomes of Robotic-assisted Salvage Radical Cystectomy
심지성,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노태일, 김형근, 강성구,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47� The oncological and functional outcomes of 100 cases of totally intracorporeal robot 
assisted radical cystectomy : experiences of a single tertiary hospital
태종현, 강하은, 진현중, 노태일, 김형근, 심지성,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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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48� 국내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PD-L1 발현률에 대한 조사: 후향적, 다기관 연구
김형석1, 정승일2, 이동현3, 송 완3, 구자현4, 구자윤5, 최세영6, 장인호6, 최태수7, 서호경8, 전성수9, 방광암 연구회
1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비뇨의학교실, 2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비뇨의학교실, 4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5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6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7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8국립암센터 
비뇨의학교실, 9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O-049� 진행성 방광암에서 근치적방광절제술 단독 치료의 결과 분석: 다기관연구
유상준1, 오종진2, 강석호3, 정병창4, 서호경5, 홍범식6, 구자현7

1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교실, 4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5국립암센터 비뇨의학교실, 6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7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50� 비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 Bacillus-Calmette-Guerin 투여후 유발된 전립선염에 대한 위험 인자 분석
김태진1, 유영동1, 박동수1, 홍성규2, 변석수2, 이상은2, 오종진2

1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51� BASQ 분류에 따른 방광 요로상피암에서 술전 Atezolizumab 치료의 효과: 임상 2상 연구
육형동1, 태범식2, 정창욱3, 곽 철3, 김현회3, 문경철4, 구자현3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교실

O-052� 근치적 방광 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근육 침범 방광암에서 수술 전 신기능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임범진, 이원철,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O-053� 단일신장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근치적 방광절제술 후 요로전환술 방식에 따른 신기능 변화와 생존율 비교
김환익, 이수빈, 강순호, 윤지환, 김현회, 곽 철, 정창욱, 구자현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54� Holmium laser-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cystectomy for bladder cancer: technical 
feasibility and outcome, pilot study
김강섭1, 서홍진1, 이동환1, 최용선2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2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O-055�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신방광 조형술 후 발생한 방광요도 문합 부위의 소변 누출에 대한 글루 색전술의 
초기 경험
김환익1, 김승이1, 강순호1, 이수빈1, 최진우2, 구자현1

1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3) 15:00~16:00

Oral Session 6: Basic Research - non-Cancer (Ⅰ): Neurourology
� 좌장 : 송윤섭 (순천향의대)

O-056� RNA-seq를 이용한 인간 신장에서 허혈 재관류 손상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 및 생물학적 경로의 동정
구자윤,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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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57� 노화 쥐 방광에서 카베올린(Caveolin) 1,2의 발현 감소 : 노령 인구에서 방광 기능저하의 표지자
송재익, 이호연, 김재현, 임도경,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오경진, 김선옥,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O-058� The role of Galectin-3 in bladder remodeling in rat with spinal cord injury : candidate 
biomarker and therapeutic target
성형경, 이용승, 한상원, 김상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59� The effects of bladder inhibition by fully implantable wireless tibial nerve stimulator in 
freely moving rats
박은경1, 김태경1, 김태우1, 주재순1, 임봉희2, 이규성1,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1의공학연구센터, 2비뇨의학교실

O-060� The application of optogenetics in detrusor underactive mouse models
박은경1, 김태경1, 주재순1, 임봉희2, 이규성1,2

1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Seoul,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O-061� 뇌, 비장, 췌장 및 신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생리학적 혈관 구조를 위한 진보된 조직 투명화 영상 기술
하 헌2, 권순오2, 이승윤3, 오정석2, 김진우2, 정재욱3, 하윤석1,3, 이준녕1,3, 김범수1,2, 김태환1,3, 유은상1,2, 
권태균1,3, 오지원4, 최석환1,2

1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4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O-062� 방광내 히알루론산 및 염화칼륨 혼합액 주입을 이용한 만성간질성방광염의 동물모델확립
권준범1, 박동휘2, 이은주3, 조현정3, 장지애3, 한민수3, 이윤형1, 김재수1, Naoki Yoshimura4

1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2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3대구 파티마병원 의학실험실, 4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63� 복압성요실금 동물모델에서 지속적인 요도압력측정을 이용한 요자제반사와 요도압력의 상관관계 분석
권준범1, William C. de Groat2, Naoki Yoshimura3

1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2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및 세포생물학교실, 3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64� 나트륨 섭취와 하부 요로 증상간의 관계 : 저나트륨 섭취가 하부요로 증상에 미치는 영향
노진원1, 김경범2, 박재준3, 이현영3, 김도경3, 두승환3, 양원재3, 송윤섭3, 권영대4, 김재헌3

1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2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3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4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

O-065� 고혈압유도 생존 동물 모델에서 복강경하 양측 신장 신경차단술의 혈압 하강 효과
김환익1, 송원훈2, 이수빈1, 백진환3, 임동현3, 양순철4, 최의근5, 박성민3, 정창욱1

1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3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융합공학과, 4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5서울대학교병원 내과

O-066� 사람 전립선 평활근에서 Kv7 이온통로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및 기능적 역할
이성원, 채미리, 강수정, 신지민, 최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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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1) 16:00~17:00

Oral Session 7: Cancer - Kidney (I)� 좌장 : 박재영 (고려의대), 박성우 (부산의대)

O-067� 비전이성 신세포암으로 신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있어 빈혈과 저알부민혈증의 예후인자로서의 가치
조대성1, 김선일2, 김세중2

1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비뇨의학교실, 2아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68� T3aN0M0 신장암의 이질적인 종양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석
김 준, 하지수, 오경택, 윤민지, 한웅규, 나준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069� 새로운 SP시스템을 이용한 진정한 단일공 부분신절제술: 술기의 안전성 확인 및 Xi 단일공 시스템과의 
비교
나준채1, 이돈구1, 하지수1, 오경택1, 이종수1, 이형호2, 나군호1,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교실

O-070� 신장 부분 절제술 이후 동측 신기능의 장기간 추적 관찰
Donghyun Lee1, Jong Keun Kim2, Dalsan You1, In Gab Jeong1, Bumsik Hong, Jun Hyuk Hong1, �
Choung-soo Kim, Hanjong Ahn1, Cheryn Song1

1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2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071� 부분 신장절제술 후 신장 기능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 3D Printing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신장 종양 
접촉 표면적 
임범진, 이원철, 경윤수, 유달산, 송채린, 정인갑,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O-072� 로봇부분신절제술을 시행 받는 복잡성 신종양 환자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장 모형이 갖는 효용성에 
관한 연구
김정권, 류호영, 김 명, 변석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O-073� 양측성 신장암 수술 후 신기능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다기관, 성향점수매칭 분석
김정권, 정연수, 이학민, 오종진, 이상철, 정성진, 홍성규, 이상은, 변석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74� 신장부분절제술에서 Cold ischemia와 Selective / Zero ischemia 환자군 사이에서의 신기능 변화 
차이 및 영상의학적 인자와의 관계
황영철2, 서준교1, 유상준1, 박주현1, 손환철1, 정 현1

1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교실, 2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075� Association between kidney function, proteinuria and the risk of kidney cancer: A 
nationwide cohort study involving 10 million participants
박진성1, 신동욱2, 한경도3, 김다혜3, 장혜련4, 전소현5

1을지대학병원 비뇨의학교실,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교실,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학통계교실, 4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5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국제 건강센터

O-076� 신세포암으로 근치적 신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반대쪽 정상 신장의 수술 전후 보상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유현수, 강민용, 성현환,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전황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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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77� Impact of short warm ischemic time on renal function after partial nephrectomy for 
renal cell carcinoma in patients with pre-existing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III: a 
multiinstitutional study
Jae-Seung Chung1, Sung Kyu Hong2, Sang Chul Lee2, Chang Wook Jeong3, Cheol Kwak3, �
Hyeon Hoe Kim3, Sung Hoo Hong4, Yong June Kim5, Seok Ho Kang6, Jinsoo Chung7, Tae Gyun Kwon8, 
Eu Chang Hwang9, Seok-Soo Byun2

1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5충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6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교실, 7국립암센터, 8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9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3) 16:00~17:00

Oral Session 8: Pediatrics� 좌장 : 조원열 (동아의대), 서홍진 (가톨릭의대)

O-078� 방광요관역류에 의해 손상된 신장의 성장에 대한 장기추적관찰
황영철, 임영재, 박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79� Long term usage pattern and satisfaction survey of Contitnent catheterizable channel
강숭구1, 김상운1, 지윤혜2, 박지은2, 신상희2, 이용승1, 한상원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O-080� 소아 실조성 요실금 환자의 장기 추적 경과
조상희1,2, 이용승1,2, 한상원1,2, 김상운1,2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O-081� 요도하열 환아에서 교정수술 후 나이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에 관한 연구
Abdullaev Zafar1, Agzamkhodjaev Saidanvar2,3, 강병진1, 김경원1, 정재민1, 이상돈2

1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2Urological Science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3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O-082� 변비가 동반된 야뇨증 환아에서의 변비 치료: 주간 요참음 증상의 개선 가능성
김환익, 황영철, 이수빈, 임영재, 박관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83� 요역동학 검사 중 심박동 및 방광의 impedance 변화 측정 - 전향적 연구
이상엽1, 이태호1, 문전형1, 신승철2, 황지혜3, 이경우1, 이용승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2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84� 소아 환자에서 단일신 역류 수술의 결과
이용승, 김상운, 한상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85� 방광요관 역류 교정수술로서 Politano-Leadbetter술식을 이용한 공기방광 접근법과 개복 접근법의 
결과 비교; 단일기관 장기 추적 연구
김연주, 태범식, 전병조, 최 훈, 박재영, 배재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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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8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Home-Based Guardian-Conducted Video Voiding Test for 
Voiding Evaluation After Hypospadias Surgery
박민욱, 한재현, 이장희, 전재범, 송상훈, 김건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87� 수술 후 요 정체로 간헐적 도뇨를 시작한 이분척추증 환아의 경과 분석
지윤혜1, 신상희1, 김상운2, 한상원2, 이용승2

1신촌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방광요도재활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088� Concealed index of concealed penis of prepubertal children
Jae Min Chung, Sang Don Lee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1) 17:00~18:00

Oral session 9: Cancer - Prostate (I)� 좌장 : 변석수 (서울의대), 전황균 (성균관의대)

O-089� Initial experience of MR-US fusion Transperineal targeted and template mapping biopsy in 
biopsy naïve and repeat patients : Comparison with Transrectal biopsy 
노태일,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김형근, 심지성, 강성구,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90�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전립선암 검출에 있어 biparametric MRI의 ADC 값의 진단적 정확성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김경환, 구자윤,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91� 전립선조직검사의 위치에 따른 전립선암의 진단률 차이 분석
선동영, 유상준, 서준교, 박주현, 조민철, 손환철, 정 현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교실

O-092� Prostate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PI-RADS)3점 병변 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magnetic resonance imaging fusion-targeted biopsy (MRIFTB)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김 명1, 이민승1, 류호영1, 이학종2, 황성일2, 최기영3, 홍성규1

1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영상의학교실, 3병리학교실

O-093� 자기공명융합영상 유도하 전립선 조직검사의 시대에서 규칙적 생검은 여전히 필수적인가
김 명1, 송상헌1, 류호영1, 이학종2, 황성일2, 최기영3, 홍성규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비뇨의학과, 2영상의학과, 3병리과

O-094� 회음부 전립선 조직검사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검체 간의 병리학적 일치도 비교: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와의 비교
최영효1, 김희연1, 전황균2, 정병창2, 서성일2, 전성수2, 이승주1, 이현무2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교실,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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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95� 전립선조직검사에서 표적 조직검사와 체계적 조직검사 결합의 역할
최중원, 강민용, 성현환,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전황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O-096� Double sextant biopsy have a higher detection rate of significant prostate cancer than 
sextant biopsy as a systematic random biopsy accompanied by MR/US fusion target 
biopsies in PI-RADS 3 lesion
Song Won Hoon, Baek Seung Ryong, Lee Seung Soo, Han Ji Yeon, Nam Jong Kil, Park Sung-Woo
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O-097� PI-RADS 점수 3점 전립선 병변에서 MR 표적 생검의 근거에 대한 분석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구자윤,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98� PSA 10 ng/mL 이하인 환자에서 표적 전립선 조직 검사가 진짜 필요할까?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099�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립선 암의 진단에 있어 전립선 초음파에서 저에코 병변의 그레이 스케일 값의 
효용성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0 Wed., October� ASEM�Ballroom�(Rm.�203) 17:00~18:00

Oral session 10: Infections & Others� 좌장 : 나용길 (충남의대), 정재민 (부산의대)

O-100� 전립선조직검사에서 fosfomycin과 fluoroquinolone의 병합요법
송재익, 이호연, 임도경, 김재현,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서영호,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황의창, 김선옥, 
오경진,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01� 영상검사에서 발견된 상부 요로의 폐색질환에서 폐색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균주의 변화
조 석, 조성용, 전준성, 조인래, 이건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비뇨의학교실

O-102� 최근 2년간 요배양검사에서 분리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의 내성 경향 분석; 단일 기관 연구
최현섭1, 김수영2, 최영효1, 유제모1, 김희연1, 이동섭1, 이승주1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 2진단검사의학과

O-103� 수신증의 예후를 예측함에 있어 소변 내 N-acetyl-glucosaminidase의 역할
임영재, 박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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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04� 1세미만의 영아에서 복강경 신우성형술의 적용가능성
임영재, 박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05�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Decreases COX-2 by Inhibiting TLR4-NFκB Pathway in 
a Prostatitis Rat Model8
조신제,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이규원, 조혁진, 하유신, 홍성후, 이지열, 김세웅, 배웅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O-106�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포니에르 괴저 환자에서 지연성 일창봉합과 이차봉합의 예후 비교 
유영동, 김문성, 김태진, 김태헌, 이승렬, 박동수, 홍영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교실

O-107� 요로결석에 의한 요로폐쇄로 발생한 열성 요로감염 환자의 초기치료에 따른 임상경과
윤지강, 김웅빈, 이상욱, 이광우, 김준모, 김영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비뇨의학교실

O-108� 여성에서 만성배뇨통을 동반한 반복적인 미세혈뇨 또는 지속적인 무증상 미세혈뇨를 유발하는 
유레아플라즈마의 감염빈도 및 PCR 혈청분석
유영동*, 김문성, 김태진, 김태헌, 이승렬, 홍영권, 박동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교실

O-109� Bladder mapping of Hunner-type Interstitial cystitis/Bladder Pain Syndrome
손희서, 하지수, 이돈구, Fidel T. Manalaysay, 김장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10� Which postoperative finding is more accurate to define the failed pyeloplasty in children?
Saidanvar Agzamkhodjaev1,2, Zafar Abdullaev1,2, Jae Min Chung2, Sang Don Lee2

1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Tashkent, Uzbekistan, 2P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Yangsan, 
South Korea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0:00~11:00

Video Session 1� 좌장 : 백성현 (건국의대), 박진성 (을지의대)

V-01� SP시스템을 이용한 단일공 로봇 부분신절제술
나준채1, 김 준1, 이돈구1, 이종수1, 조성진1, 이형호2, 나군호1,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V-02� 단일 도킹,앙와위를 이용한 로봇 좌측 신장 절제술 및 대정맥 혈전제거술
허경재, 이규원, 문형우,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조신제, 박용현, 배웅진, 조혁진, 하유신, 이지열, 김세웅, 홍성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03� da Vinci SP® 시스템을 이용한 소아환자의 단일포트 신우성형술
이용승1, 장원식1, 김성훈2, 김상운1, 한상원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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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4� 다빈치 SP 시스템을 이용한 단일공 로봇보조 근치적전립선절제술: 단일술자 경험
김광현, 송 완, 윤하나, 이동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05� 후측 신문부종양에서 로봇부분신절제술 중 적절한 종양노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혈관루프를 이용한 
혈관 견인술
김종원, 안현규, 조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06� Robot assisted laparoscopic salvage pyeloplasty using flap technique
정재훈, 변혜진, 최중원, 유현수, 한덕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V-07� ICG 형광 영상을 이용한 로봇이용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체내 회장도관술
전병조,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김형근, 노태일, 심지성,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비뇨의학교실

V-08� Pure single-site robot-assisted pyeloplasty with the da Vinci SP® system: Initial experience
허지은, 황태현, 김 준, 오경택, 강숭구, 나준채, 이용승, 한웅규, 최영득, 장원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1:00~12:00

Oral Session 11: Infertility & Sexual Dysfunction� 좌장 : 양상국 (건국의대), 박흥재 (성균관의대)

O-111� 난임남성에서 시행한 정액검사의 변동성
Dong Suk Kim1, Dae Keun Kim2, Su Ye Sung3, Young Sun Her3, Mihee Oh3, Dong Hyuk Shin3, Jinil Lee3, 
Jeongwon Baek3, Seung-Hun Song1

1CHA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비뇨의학과, 2CHA의과학대학교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 비뇨의학과, 
3CHA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남성연구실

O-112� Combined Treatment with 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and an Herbal Formulation 
for Synergistic Antioxidation via the Nrf2/HO-1 Signaling Pathway for Diabetic Erectile 
Dysfunction
조신제,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이규원, 조혁진, 하유신, 홍성후, 이지열, 김세웅, 배웅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13� 남성갱년기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 physical fitness에 미치는 영향과 physical fitness의 
변화와 갱년기 증상과의 상관관계 분석
박민구1,2, 여정균1,2

1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비뇨의학과, 2남성건강클리닉

O-114� skin auto fluorescence 로 측정한 최종당화산물의 당뇨병성 발기 부전 및 비 당뇨병성 발기 부전과의 
상관 관계
안순태, 한다은, 이동현, 정형국, 김종욱, 오미미, 박홍석, 문두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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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5� 필러를 이용한 음경 둘레 확대가 사정에 미치는 영향
안순태, 한다은, 이동현, 정형국, 문두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O-116� PSA가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표지자로 사용될수 있는가? -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
김도경1, 노진원2, 장유수3, 이현영1, 박재준1, 류승호3, 김재헌1

1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2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O-117� 고환정자 채취시기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승훈1, 박재균2, 전윤미2, 변지현2, 권성원1, 김동석1

1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교실, 2난임연구실

O-118� Optimizing AMS questionnaire through genetic algorithms ba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심재헌, 최세영, 지병훈, 장인호, 김태형, 명순철, 김경도, 문영태, 김진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19� 중년 및 노년남성에서 포스포디에스터라제-5억제제와 알코올의 동시 사용빈도에 대한 역학연구 및 
관련부작용 비교분석
유영동, 김문성, 김태진, 김태헌, 이승렬, 홍영권, 박동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교실

O-120� Busulfan 유도 생식능저하 동물 모델에서 N-acetyl-L-cysteine의 고환 조직에 대한 효과
김경환1, 박민정2, 박남철1,2, 박현준1,2

1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O-121� 음경확대술시 초기기간에 동종진피와 이종진피간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가?
홍성우, 성병주, 심보선, 정재현, 문 일
예작병원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3:00~14:00

Oral session 12: LUTS / BPH (II)� 좌장 : 화정석 (경상의대), 유은상 (경북의대)

O-122� 매일 alfuzosin 10mg 경구 요법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남성 배뇨장애/전립선비대 환자에서 매일 
tadalafil 5mg 추가 병용요법 시행의 효과와 안정성
김정준1, 김현우2, 김준철3, 이동환1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2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O-12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tamsulosin 0.2mg 단독요법과 tamsulosin 0.2mg, 
finasteride 5mg 병합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비교
조정만, 유탁근, 김준철1, 변석수2, 신동길3, 김영호4, 정승일5, 전윤수6, 김용준7, 조진선8, 최종보9, 김수웅10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3부산대학교병원, 4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5전남대학교병원, 6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7충북대학교병원, 8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9아주대학교병원, 
10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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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24� 계절에 따른 남성 과민성방광의 유병율 변화: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김종원, 안현규, 고종철, 이돈구, 하지수, 조강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125� 흡연이 노인 남서에서 하부요로증상 및 발기부전의 악화에 미치는 효과: 한림 고령화 연구
김종근, 김의석, 최창일, 한준현, 이성호, 추민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126� 방광 출구 폐색 완화 쥐모델에서 방광 α 아드레날린수용체 아형의 발현
이지용, 박종목, 나용길, 송기학, 임재성, 양승우, 이재근, 나현석, 신주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27�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알파블록커와 치매발생과의 관계 :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태범식, 김연주, 이영훈, 전병조, 최 훈, 박재영, 배재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O-128� 대사성 증후군 상태의 변화와 전립선 용적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다기관, 5년 종단 연구
경윤수1, 정윤주2, 김수진3, 정정윤4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2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비뇨의학과, 4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O-129� 요로상피에서 과민성 방광 발생과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
이재근, 나현석, 김 용, 박종목, 양승우, 신주현, 임재성, 송기학, 나용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30�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의 크기 변화에 저항지수의 가치: 전향적 연구
이경섭, 권세윤, 김기호, 서영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31� Cor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hronic Prostatitis Symptom Index 
and the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A Retrospective Analysis of 870 Korean 
Men Aged 40-69 Years 
이민호1, 서덕하1, 이천우1, 최재휘2, 제성욱2, 이신우2, 최세민2, 화정석2, 현재석2, 정기현2, 감성철1

1창원경상대병원 비뇨의학교실, 2경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132� 배뇨 증상 및 요 흐름에서의 전립선 출구부의 역할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4:00~15:00

Oral Session 13: Trauma & Others� 좌장 : 문홍상 (한양의대), 강택원 (전남의대)

O-133� 공여신적출술 후 감소한 여과율이 만성신부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뇨NGAL을 장기간 추적관찰한 연구
나준채1, 김진우1, 박지수1, 오경택1, 윤민지1, 이형호2, 윤영은3,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3한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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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4� 기증 전 미세 단백뇨가 있는 신공여자의 기증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나준채1, 김진우1, 박지수1, 오경택1, 윤민지1, 이형호2, 윤영은3,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3한양대학교병원

O-135� Epidemiology study of bladder and urethral injury; A Korean nationwide population-
based study
윤영은1, 박성열1, 나 웅2, 태범식3, 박재영3, 오경진4, 문홍상5

1한양대학교병원, 2국립중앙의료원, 3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4전남대학교병원, 5한양대학교 구리병원

O-136� 상부요관 손상의 역학연구 : A Korean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태범식1, 장훈아2, 유지형3, 오경진4, 문경현5, 박재영1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2타워비뇨기과, 3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교실, 4전남대학교병원, 
5울산대학교병원

O-137� 대한비뇨의학과 분야에서 시행한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 연구에 대한 질분석
이승욱1, 오철영2, 정재훈3, 김규식1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비뇨의학교실, 2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O-138� 비뇨의학과 외래를 방문하는 40세 미만 성인의 질환 분포
Kyong Min Park1, Kyungchan Min1, Soonoh Kwon1, Jeong Seok Oh1, Yi Seung Yun1, Dong Jin Park1, �
Jae-Wook Chung2, Jun Nyung Lee1,2, Bum Soo Kim1,3 , Tae-Hwan Kim2,3, Eun Sang Yoo1,3, �
Tae Gyun Kwon2,3, Yun-Sok Ha1,3

1Department of Ur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gok Hospital, Daegu, Korea, 3Department of Ur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139� 부분 신 절제술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3D 프린팅 시물례이션 모델의 적용
경윤수, 임범진, 이원철, 김남국,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O-140� Epidemiology study of testicular injury; A Korean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오경진1, 태범식2, 박재영2, 박민구3, 강택원1

1전남대학교병원,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3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비뇨의학교실

O-141� 구부요도협착 환자에서 시행된 절제 및 일차연결술의 수술 성적
선인영, 서준교, 김수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42� 신장공여자에서의 delta-neutrophil index 평가를 통해 신장 기능 회복 기전에 대한 이해
박지수1, 윤민지1, 나준채1, 이형호2, 윤영은3, 허규하4, 김명수4, 김순일4, 김유선4,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식외과

O-143� Epidemiology and treatment patterns of the testicular torsion using a national database
최진봉, 조강준, 김준철, 고준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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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5:00~16:00

International Session 
� Chair(s): Sung Kyu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tephen Mark (University of Otago)

I-01� Partial nephrectomy using Zero Vs Warm ischemia :Effect on renal function preservation 
over a long term follow up
Hatem Althubiany1, Hussein gossadi2, Koon ho Rha2, Seung Hwan Lee2

1Department of Urology, Imam Abdulrahman bin Faisal University, Dammam Saudi arabia, 2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02� Would MP-MRI exclude patients from Active surveillance when they are eligible?
Hatem Althubiany1, Koon Ho Rha2, Seung Hwan Lee2

1Department of Urology, Imam Abdulrahman Bin Faisal University Saudi Arabia, Currently Fellow in Severence Hospital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03� DA-9401 prevents adriamycin-induced testicular toxicity in Sprague-Dawley rats
Keshab Kumar Karna1, Bo Ram Choi1, Sung Won Lee2, Chul Young Kim3, Yu Seob Shin1, �
Hye Kyung Kim4,  Jong Kwan Park1,*
1Department of Ur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edical School, Seoul, Korea, 3College of Pharmacy, Hangyang University, Ansan, Korea, 
4College of Pharmacy,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I-04� RAPN Outcomes in patient with PADUA ≥ 10 : Single Surgeon & Single Center Experience
Ahmad Almujalhem, Ali Alqahtani, Koon Ho Rha
Department of Urology, Severance Hospital (Sinch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05� Do we understand the supranormal DRF well?
Saidanvar Agzamkhodjaev1,2, Zafar Abdullaev1,2, Jae Min Chung2, Sang Don Lee2

1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Tashkent, Uzbekistan, 2P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Yangsan, 
South Korea

I-06� Age related Re-operation after TIP procedure in Children with Hypospadias
Abdullaev Zafar, Agzamkhodjaev Saidanvar1,2, 강병진, 김경원, 정재민, 이상돈1

1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Department of Urology, Urological 
Science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I-07� Preparation and analysis of Urine to detect androgen receptor by RT-PCR
Md Nazmul Huda1, Ja Yoon Ku1,2, Hong Koo Ha1,2

1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South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South Korea

I-08� Multiple primary cancers in men with sporadic or familial prostate cancer: its clinical 
implications
Myong Kim, Jin Hyuck Kim, Jung Kwon Kim, Hakmin Lee, Jong Jin Oh, Sangchul Lee, Sung Kyu Hong, 
Sang Eun Lee, Seok-Soo Byun
Department of 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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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9� Impact of Modified Bladder Neck Suspension on Early Recovery of Continence after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RARP)
Dongho Shin, Kyung jae Hur, Hyong Woo Moon, Kyu won Lee, Yong hyun Park, Woong jin Bae, �
Hyuk jin Cho, U-syn Ha, Sung-Hoo Hong, Sae woong Kim, Ji youl Lee
Department of Ur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I-10� Strategy for prostate cancer patients with low prostate specific antigen level (2.5 to 4.0 
ng/mL) 
Jae Hoon Chung, Jiwoong Yu, Minyong Kang, Hyun Hwan Sung, Hwang Gyun Jeon, �
Byong Chang Jeong, Seong Il Seo, Hyun Moo Lee, Seong Soo Jeon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11� Outcomes of pathologically localized high-grade prostate cancer after radical 
prostatectomy in adjuvant treatment-naïve patients: a re-evaluation 2019
Ji Eun Heo, Jee Soo Park, Jong Soo Lee, Jongchan Kim, Won Sik Jang, Koon Ho Rha, Young Deuk Choi, 
Sung Joon Hong, Won Sik Ham
Department of Urology and Urological Scienc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I-12� Usefulness of bi-parametr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with b = 1800 s/mm2 diffusion-
weighted imaging for diagnosing clinically significant prostate cancer
Song Won Hoon, Baek Seung Ryong, Lee Seung Soo, Han Ji Yeon, Nam Jong Kil, Park Sung-Woo
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6:00~17:00

Oral Session 14: Endourology & Stone Disease (I)� 좌장 : 권태균(경북의대), 권동득(전남의대)

O-144� 경피적 신절석술의 합병증에 대한 예측인자
박시균, 이권경, 강병진, 박지훈, 김현우, 이정주, 신동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45� 내시경-결합 신장내 결석수술의 성공률이 미치는 인자 분석
정해도, 정두용1, 강동혁1, 조강수2, 최영득2, 이주용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1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O-146� 남성 하부 요관 결석 환자에서 부분 마취하 경성 요관경 결석 수술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Sin Woo Lee1, Min Ho Lee2, Jae Hwi Choi1, Deok Ha Seo2, Chunwoo Lee2, Seong Uk Jeh1, See Min Choi1, 
Sung Chul Kam2, Jae Seog Hyun1,Ky Hyun Chung1, Jeong Seok Hwa1

1Department of Urology, School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inju,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Changwon, Korea

O-147� 요로결석 환자에서 결석 밀도를 예측하기 위한 소변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정원호, 신택준, 하지용, 김병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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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48�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은 요로결석 환자에서 결석성분에 따른 재발률 비교
이승윤3, 오정석2, 권순오2, 변경현2, 박동진2, 유은상1,2, 김범수1,2

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교실, 3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149� Twenty-four hour urine osmolality as a representative index of adequate hydration and a 
predictor of recurrence in patients with urolithiasis
이희윤, 변영준, 박현미, 정필두, 서성필, 강호원, 김원태, 김용준, 윤석중, 이상철, 김원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50� 비조영전산단층촬영 영상 Hounsfield unit parameter 를 이용한 요관결석의 체외충격파쇄석술 1차 
성공률 예측 모델
김 준, 정해도1, 조강수, 최영득, 이주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1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51� Outcome of anterograde ureterography for radiolucent ureteral stone detection in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유재형, 김지용, 신유섭, 김명기, 정영범, 박종관, 김형진, 김영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52� 무증상 신장결석 및 측복통을 동반한 신장결석의 특징 비교
박동진2, 하 헌2, 오정석2, 이승윤2, 하윤석1,3, 유은상1,2, 김범수1,2

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3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O-153� 비수술적 요관결석 치료에 있어서 체계화된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이경채1, 이유경2, 서준교2, 유상준2, 조성용1, 조민철2, 손환철2, 정 현2, 박주현2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O-154� 경구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신장 결석 환자에서 홀륨레이저를 이용한 연성내시경 수술의 안정성
이경채1, 서준교2, 유상준2, 조성용1, 조민철2, 손환철2, 정 현2, 박주현2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31 Thu., October� ASEM�Ballroom�(Rm.�202) 17:00~18:00

Video session 2� 좌장 : 노준화 (광주기독병원), 박성열 (한양의대)

V-09� Initial Experiences of Laparoscopic Detrusorrhaphy Combined with Endoscopic injection
강숭구, 이용승, 한상원, 김상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10� 여성 방광암 환자의 여성생식장기 보존 총체내 로봇 근치적방광 절제술 및 신방광조형술
노태일,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김형근, 심지성, 강성구,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11� 후복막하 요추 교감신경절제술을 이용한 수족다한증의 치료
허경재, 이규원, 문형우,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조신제, 박용현, 배웅진, 조혁진, 하유신, 이지열, 김세웅, 홍성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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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반복적인 요로감염을 유발하는 방광게실을 가진 3세 남아에서 기방광 방광게실제거술
백민기, 한덕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V-13� Zynner syndrome case report
이장희, 한재현, 안태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V-14� 양극성 에너지를 이용한 내시경적 전립선 적출술의 임상적인 적용과 단계별 술기
양승훈, 윤지환, 강순호, 선인영, 선동영, 장 관, 김환익, 조성용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V-15� 요실금을 피하기 위한 괄약근보존 HoLEP 술기
오승준, 양승훈, 조성용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V-16� 임상에서의 경피적 신절석술 및 연성내시경 수술의 병합 (ECIRS)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양승훈, 윤지환, 김환익, 강순호, 선인영, 선동영, 장 관, 조성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203) 09:00~10:00

Oral Session 15: Cancer - Prostate (II)� 좌장 : 정재일 (인제의대), 김홍섭 (건국의대)

O-155�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중등도 또는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들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기간이 
생화학적 재발에 미치는 영향
이원철, 임범진,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송채린,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O-156� 근치전립선절제술의 절제면에 따른 국내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진료양상
류재현1, 김윤범1, 정태영1, 고우진2, 김선일3, 변석수4, 권동득5, 김덕윤6, 오태희7, 유탁근8

1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5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6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7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비뇨의학교실, 8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비뇨의학교실

O-157� 노인의 전립선 암 치료로서 로봇이용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과 방사선 치료의 효용성 비교: 전국민 
보험공단 자료 분석
고영휘, 송필현, 최재영, 문기학, 정희창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58� 한국인 환자 표본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하부요로구조의 변위에 대한 새로운 세가지 측정법
김경환1, 박지훈1, 강병진1, 박시균1, 이권경1, Henk B. Luiting2, Oguz Akin3, Jaspreet S. Sandhu4, �
Sean F. Mungovan2, 구자윤1, 하홍구1

1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The Clinical Research Institute, Sydney, Australia, 3Department of Radiology,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USA, 4Urology Service, Department of Surgery,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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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9� 로봇보조 복강경전립선절제술에서 방광경부보존술식이 수술 후 요자제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김종원1, 김도경2, 안현규1, 고종철1, 이돈구1, 하지수1, 조강수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60� COPD 환자에서 무기복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의 초기 경험 
이정훈, 정현철, 김성용, 양대열, 고경태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161�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순환 종양 세포 검출과 재발과의 연관성
박사현1, 서윤석1, 김성한1, 정재영1, 박원서2, 이상진3, 이강현1

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 1비뇨의학과, 2병리과, 3종양면역학연구부

O-162� 임상적 T3b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호르몬방사선 병합치료의 치료효과 비교
이원철, 임범진,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송채린,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O-163� 로봇보조 복강경적 전립선 절제술에서 기능적, 종양학적 결과 향상을 위한 전립선 첨단부 모양에 따른 
수술적 술기
이원철, 임범진, 경윤수,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O-164� 내원의 방식과 생검 전 장기간 연속 PSA 검사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예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후향적 연구 
박성곤, 심강희, 유희재, 추설호, 김선일, 안현수, 최종보, 김세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65� 국소전립선암 환자에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술 범위에 따른 결과의 비교
김학주, 이학민, 변석수
분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203) 10:00~11:00

Oral Session 16: Basic Research - non-Cancer (II): Infertility & Neurourology 
� 좌장 : 양대열 (한림의대), 김수웅 (서울의대)

O-166� Streptozotocin 유도 당뇨병성 저활동성 방광 쥐 모델에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 및 기전
신정현1, 류채민1,2, 유환열1,2, 신동명2, 주명수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1비뇨의학과, 2의생명공학과

O-167� 신장 허혈-재관류 손상 백서모델에서 신기능 회복을 위한 자가 기질혈관분획 및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비교 연구
엄주민1,2, 장명진3, 김 경1, 박진영1, 김유선1, 안동현1, 한재현1, 유달산1,2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융합의학원, 3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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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8� The therapeutic effects of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osomes on erectile 
dysfunction in a rat model of cavernous nerve injury
이규원,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조신제, 문형우, 박용현, 배웅진, 조혁진, 하유신, 홍성후, 김세웅, 김현우, 이지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69� 음경해면체신경손상 마우스에서 항-proNGF 항체의 발기능 개선 효과
송강문, 정두용, Kalyan Ghatak, Anita Limanjaya, 최민지, 권미혜, 옥지연, Guo Nan Yin, 성도환, 류지간, 서준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인하대학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

O-170� 마우스 방광에서 혈관주위세포 배양기술 및 in vitro 당뇨 조건 확립
최민지, Nguyen Nhat Minh, 송강문, Kalyan Ghatak, Anita Limanjaya, 정두용, 성도환, 옥지연, Guo Nan Yin, 
류지간, 서준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인하대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

O-171� 음경해면체신경손상 마우스에서 혈관주위세포 유래 extracellular vesicle-mimetic nanovesicle의 
발기능 개선 효과
Guo Nan Yin, 옥지연, 송강문, Anita Limanjaya, Kalyan Ghatak, 최민지, 류지간, 서준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O-172� The ameliorative effect of monotropein, astragalin, and spiraeoside on oxidative stres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and mitochondrial signaling pathway in varicocelized rats
Keshab Kumar Karna1, Bo Ram Choi1, Sung Won Lee2, Chul Young Kim3, Yu Seob Shin1, �
Hye Kyung Kim4, Jong Kwan Park1

1Department of Ur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edical School, Seoul, Korea, 3College of Pharmacy, Hangyang University, Ansan, Korea, 
4College of Pharmacy,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O-173� LPS 주입 유도 간질성 방광염 질환 모델에서 줄기세포와 NAC의 치료 효능 평가
류채민1,2, 신정현1, 유환열1,2, 신동명2, 주명수1

1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O-174� 일산화탄소 방출 분자-3의 온혈 허혈재관류손상 치료를 위한 쥐 모델 연구
Dae Keun Kim1, Jiyoung Lee2, Sung Yul Park2, Yong Tae Kim2, Hong Yong Choi2, Young Eun Yoon2, �
Hong Sang Moon2

1CHA의과학대학교 서울역센터 비뇨의학교실, 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75� 간질성 방광염 쥐 모델에서 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요법의 효능성 검증
정재욱1, 전소영2, 이은혜3, 하윤석1, 이준녕1, 송필현4, 유은상1, 권태균1, 정성광1, 김범수1

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병원 국제재생의학연구소, 3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76� HGF 과발현 줄기세포 방광내 이식 후 방광수축력감소 호전을 위한 방광세포 세포자살 감소
송윤섭1, 이홍준2, 김재헌1, 두승환1, 양원재1

1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2019 Annual Meeting of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Abstracts

64    2019 KUA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203) 11:00~12:00

Oral Session 17: Cancer - Kidney (II)� 좌장 : 김태효 (동아의대), 정 현 (서울의대)

O-177� 낭성 신장암의 신장절제술에서 낭종파열은 안전한가?
허경재, 이규원, 문형우, 신동호, 성재우, 양종협, 조신제, 박용현, 배웅진, 조혁진, 하유신, 이지열, 김세웅, 홍성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78� Prognostic impact of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changes in response to target 
therapy (Sunitinib) for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박경민1, 민경찬1, 오정석1, 이승윤1, 김진우1, 정재욱2, 하윤석2,3, 이준녕2,3, 김태환2,3, 권태균2,3, 최석환1,3

1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3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79� 신장의 혈관근지방종을 동반한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everolimus의 효용성
Kyungchan Min1, Kyong Min Park1, Seung Yun Yi1, Jeong Seok Oh1, Tae Gyun Kwon2,4, Tae-Hwan Kim2,4, 
Jun Nyung Lee2,4, Yun-Sok Ha2,4, Jae-Wook Chung4, Bum Soo Kim1,2, Eun Sang Yoo1,2, Jong Mok Lee3, 
Seock Hwan Choi1,2

1Department of Ur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Kyungpook 
Natio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3Department of Neur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Korea, 4Department of Ur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O-180� The platelet lymphocyte ratio as a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in patients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육형동1, 박재영2,서성일3, 곽 철4, 정창욱4, 송채린5, 황의창6, 서일영7, 홍성후8, 정진수9, 변석수10, 이학민10, 
김진혁10

1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5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6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7원광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8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9국립암센터 전립선암센터 비뇨의학교실, 10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181� Prognosis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in patients with intermediate risk as per Heng 
criteria, treated with either immunotherapy or targeted therapy: a retrospective study
Sung Han Kim1+, Dong-eun Lee2, Jae Young Joung1, Ho Kyung Seo1, Kang Hyun Lee1, Jinsoo Chung1,*
1Department of Urology, Center for Prostate Cancer, Research Institute and Hospital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2BiostatisticsCollaboration Team, Research Core Center, Research Institute and Hospital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O-182� 수술적 치료후 발생한 지연성 신장암 전이의 표적치료 효과 : Korean Renal Cancer Study Group 
database 분석 
이찬호1, 정진수2, 곽 철3, 정창욱3, 서성일4, 강민용4, 홍성후5, 송채린6, 박재영7, 황의창8, 이학민9, 서원익1, 
구자윤10, 최석환11, 하홍구10

1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립암센터, 3서울대학교병원, 4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5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6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7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8화순전남대학교병원, 9분당서울대학교병원, 10부산대학교병원, 11경북대학교병원

O-183� 전이성 신장 세포 암 환자에서 sunitinib 투약 일정에 따른 부작용과 종양학 결과의 비교 :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정두용1, 윤상민1, 이 택1, 류지간1, 강동혁1, 노범용1, 김종원2, 김도경3, 이주용4, 홍창희2, 조강수2

1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3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병원 
비뇨의학과,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O-184� 전이성 신장암 환자에서의 수술 전 C-11 Methionine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효용성
박지수1, 함원식1, 한웅규1, 나군호1, 최영득1, 김동우2, 윤미진2, 조남훈3, 이승환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Withdraw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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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85� Analysis of the concordance of 20 immunohistochemical tissue markers in 
metastasectomy lesions in patients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A retrospective 
study using tissue microarray 
Sung Han Kim1, Weon Seo Park2, Eun Young Park3, Jungnam Joo3, Jinsoo Chung
1Department of Urology, Center for Prostate Cancer, Research Institute and Hospital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2Department of Pathology, Center for Prostate Cancer, Hospital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3Biometrics Research Branch, Research Institute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O-186� 전이 신장암에서 BMI-rh-IL2(recombinant Interleukin-2) 의 phase II 연구 결과
김정호1, 이기수2, 김청수3, 최영득4, 김태효2

1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비뇨의학과,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87� Development of the clinical calculator for mortality of patients with metastatic clear cell 
type renal cell carcinoma: An analysis of patients from Korean Renal Cancer Study Group 
database
Jae Young Park1, Bum Sik Tae1, Chang Wook Jeong2, Cheryn Song3, Seong Il Seo4, Sung Kyu Hong5, 
Jinsoo Chung6, Sung-Hoo Hong7, Eu Chang Hwang8, Cheol Kwak9, Il Young Seo10, Sooyeon Park11, 
Chanwang Park12 on behalf of Korean Renal Cancer Study Group
1Department of Urolog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Ansan, Korea, 2Department of 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3Department of Urolog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4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5Department of 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6Department of Urology,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7Department of Urology, Kangnam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8Department of Ur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Hwasun, Korea, 
9Department of Urology,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Iksan, Korea, 10Department of Biostatistics,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11Anesthesia Consultants of Indianapolis, Indiana, United States of America, 
12Anesthesia Consultants of Indianapolis, Indiana, United States of America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203) 13:00~14:00

Oral Session 18: Endourology & Stone Disease (II)� 좌장 : 오진규 (가천의대), 오경진 (전남의대)

O-188� 혈관 결찰을 위한 분자공진형 복강경수술기
유지웅1, 임정은2, 권순영3, 이기석4, 김종찬5, 김성민6, 김정현6, 정병창1

1성균관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2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 3삼성서울병원 의공학연구센터, 4(주)청우메디칼, 
5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평가센터, 6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

O-189� 로봇 신장 부분 절제술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해 중재적 코일링 이후 반복적인 신농양이 발생한 환자에서 
홀뮴레이저와 연성신요관경을 이용한 코일링 제거술
지병훈, 문영태, 김경도, 명순철, 김태형, 장인호, 김진욱, 최세영, 심재헌
중앙대학교병원

O-190� Predictors of the failure of preoperative ureteral JJ stent placement in ureteric stone 
treatment
김시현, 양희조, 김두상, 이창호, 전윤수, 김기홍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91� 복강경 수술시 사용한 이산화탄소의 양과 수술 후 통증과의 관계
오태훈, 정해도, 이재환, 박승철, 서일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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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92� 환자 통증 없이 요관부목의 실을 이용하여 요관부목 제거하는 방법의 유용성
권세윤, 서영진, 이경섭, 김기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93� 내시경체강삽입유도기구에 의한 요관손상에서의 실로도신의 예방효과: 전향적연구
김종근, 김의석, 최창일, 한준현, 이성호, 추민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194� 기계학습 기반 쇄석술 성공률 예측
양승우1, 현윤경2, 김 용1, 나현석1, 이재근1, 이지용1, 박종목1, 신주현1, 임재성1, 나용길1, 전기완2, 하태영2, 송기학1 
1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의료수학연구부

O-195� 수술 중 삽입한 요관부목을 모든 환자에서 다 제거하였나?
강정윤, 신순철, 문경태, 최재덕, 조정만, 유탁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96� Effect of 5a-reductase inhibitors on the efficiency of thulium:YAG (RevoLix®) vaporesection 
for treating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Jae-Seung Chung1, Won Ik Seo2, Cheol Kyu Oh1, Seong Cheol Kim1, Myung Chan Park1, �
Sang Hyun Park1, Jihyeong Yu3, Chan Ho Lee2, Wansuk Kim2, Kweon Sik Min2, Jae Il Chung2

1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교실, 3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교실

O-197�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요관 결석의 자연 확률 예측 모델 개발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198� 치료방법에 따른 큰 혈관지방종의 치료경과
채종석, 윤지형, 박명찬, 박재영, 박세준, 박성찬, 문경현, 전상현, 권택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102+103) 15:00~16:00

Oral Session 19: Cancer - Prostate (III)� 좌장 : 박동수 (차의대), 홍준혁 (울산의대)

O-199� 한국인 전립선암 환자들에서 안드로겐 박탈 치료법을 받은 후 골밀도 변화 및 골절 위험 평가 
송재익, 이호연, 김재현, 임도경,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오경진, 김선옥,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O-200� 근치적전립선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술전 골격근지수감소가 생화학적재발 및 거세저항성전립선암 
무진행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다기관 연구
김원태1, 이희윤1, 강호원1, 서성필1, 김용준1, 이상철1, 김원재1, 하윤석2, 권태균2, 박진성3, 박승철4, 정영범5, 
강택원6, 박성우7, 윤석중1

1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 3을지대학교, 4원광대학교, 5전북대학교, 6전남대학교, 7부산대학교

O-201�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신체 조성과 생존 및 치료 반응과의 연관성
박사현1, 김명성2, 김성한1, 서호경1, 정진수1, 이강현1, 정재영1

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 1비뇨의학과, 2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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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2�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뇌혈관 질환이 일차적 국소 치료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김태진1, 유영동1, 박동수1, 나군호2, 홍성준2, 정병하2, 구교철2

1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203� 전신 뼈스캔 영상으로 진단된 oligometastatic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long-term 
임상경과
이원철, 임범진,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송채린,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O-204�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ADT를 시행하는 것이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 :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태범식, 김연주, 이영훈, 전병조, 최 훈, 배재현, 박재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O-205�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에 이전 국소 치료 여부와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중 전립선 특이항원 
변화가 미치는 영향
하윤수1, 이종수2, 나군호2, 홍성준2, 정병하3, 구교철3

1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206� 전립선암 조직에서 p63 발현과 PTEN_loss는 낮은 생화학적무재발 생존율을 예측하게 한다
송원훈, 백승룡, 이승수, 한지연, 남종길, 박성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O-207� 전이성 거세 저항 전립선암 환자 에서 abirateone 과 Enzalutamide 치료 순서에 따른 종양학 결과 
비교: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정두용1, 윤상민1, 이 택1, 류지간1, 강동혁1, 노범용1, 김종원2, 김도경3, 이주용4, 홍창희2, 조강수2

1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3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병원 
비뇨의학과,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O-208� 한국인 전이성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 치료로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과 Docetaxel 항암치료 병합 요법의 
초기 성적: 다기관 한국인 환자군과 CHAARTED Trial 환자군의 비교
김환익1, 강순호1, 양승훈1, 이수빈1, 김성한2, 정재영2, 김청수3, 곽 철1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 3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O-209�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이후 비호의적 병리 결과 및 생화학적 재발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서의 증가된 KI-67 (MIB-1) 발현 
이동환, 변석수, 홍성규, 이학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102+103) 16:00~17:00

Oral Session 20: Cancer - Prostate (IV)� 좌장 : 변석수 (서울의대), 함원식 (연세의대)

O-210� 능동적 감시 대상의 전립선암에서 다중 자기 공명 영상과 PI-RADS 점수에 따른 예후와의 상관관계 
김휘우, 박사현1, 박계진, 김 명2, 유달산, 정인갑, 송채린, 홍준혁, 김청수, 안한종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1국립암센터,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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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1� NK cell 활성도가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가?
이영훈, 태범식, 전병조, 최 훈, 박재영, 배재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O-212� 전립선 특이 항원을 이용한 검진이 전립선암 진단시의 등급 및 병기에 미치는 영향
이동현1, 신택준2, 심명선3, 안한종1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2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비뇨의학교실, 3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평촌성심병원 
비뇨의학교실

O-213� 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ASAP)의 임상병리학적 의미: 즉각적인 반복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한가?
김정권, 김진혁, 예창희, 이민승, 이학민, 오종진, 이상철, 정성진, 변석수, 이상은, 홍성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214� 다중매개 자기공명영상의 전립선암 예측에 있어 5-ARI 치료가 미치는 영향
김정권, 김진혁, 예창희, 김학주, 송상헌, 이민승, 이학민, 오종진, 이상철, 정성진, 변석수, 이상은, 홍성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215� 전립선암에서 성호르몬 수치의 임상적 이해
최세영1, 임범진1, 경윤수1, 유달산1, 김청수2

1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216� 한국인 전립선암 생존자들의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졸중 발병 위험: 전국민 코호트 연구
박현식1, 신현빈1, 한경도2, 신동욱3, 박진성1

1을지대학병원 비뇨의학교실, 2가톨릭대학교 의학통계학교실, 3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교실

O-217� 일차 방사선치료를 받는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침생검조직에서 programmed death -1 발현 
및 예후적 가치
심강희1, 권지은2, 유희재1, 박성곤1, 추설호1, 최종보1, 안현수1, 김세중1, 김선일1

1아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아주대학교병원 병리학교실

O-218� PSA 2.5-10ng/ml 환자군에서 PHI (prostate health index) 의 임상적 가치 및 기준 제시
최중원, 강민용, 성현환, 전황균,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O-219� 전립선암에서 ISUP 등급 변화 분석: TRUS 유도 하 체계적 생검과 MR 표적 생검 간의 비교 분석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구자윤,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220�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환자-맞춤형 전립선암 생존율 예측시스템 개발
구교철1, 안현규1, 이광석1, 김수아2, 민충기2, 하윤수1, 민규랑1, 함원식1, 한웅규1, 나군호1, 홍성준1, 정병하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셀바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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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ri., November� ASEM�Ballroom�(Rm.�201+202) 16:00~17:00

Oral Session 21: Cancer - Bladder, Pelvis, Ureter & Others (II) 
� 좌장 : 강석호 (고려의대), 김선일 (아주의대)

O-221� 상부 요로 종양 환자에서 근치적 신뇨관 절제술 전의 요관 부목 삽입술이 방광내 재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가?
김종찬, 고종철, 황태현, 장원식, 나군호, 최영득, 함원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교실

O-222� Vesical Imaging-Reporting and Data System for multiparametric MRI can provide 
stratification of T-stage of the bladder cancer
구자윤,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223� 상부요로상피암 환자에서 진단적 요관경 후 근치적 신요관절제술 시행한 시기에 따른 종양학적 결과 비교
변경현, 이승윤, 오정석, 권순오, 김진우, 정재욱, 하윤석, 이준녕, 최석환, 권태균, 김태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224� 상부요로상피세포암 환자에서 근치적신요관절제술 전 진단적 요관경이 방광내 재발에 미치는 영향
정연수, 이동환, 이민승, 김학주, 이상철, 홍성규, 변석수, 이상은, 오종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O-225� Role of the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Classifying Non-muscle and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신택준1, 최민수1, 정원호1, 하지용1, 김병훈1, 박철희1, 김천일1, 김시형2

1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O-226�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로 진단 받은 방광암에서 PDL1 발현에 따른 예후 분석 
전재범1, 이종필1, 남 욱1, 김성진1, 엄대운2, 김한권1, 박종연1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병리과학교실

O-227�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에서 근치적 신장요관절제술시 방광소매절제술 방법에 따른 종양학적 결과
유현수, 강민용, 전황균,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성현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O-228� 이중 파라미터 자기공명영상 분석을 통한 근침윤성 방광암 예측의 정확도
김형근1, 심기춘2, 태종현1, 노태일1, 심지성1, 강성구1, 천 준1, 이정구1, 성득제1,2, 강석호1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교실

O-229� 국소 진행된 상부 요로 상피암에 대한 보조 화학 요법의 효과 :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김도경1, 김종원2, 정해도3, 안현규2, 이주용4, 조강수1

1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2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3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비뇨의학과, 4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O-230� The Prognostic Effect of the Number of Lymph Nodes Removed during Radical 
Nephroureterectomy on Oncolo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Upper Tract Urothelial 
Carcinoma
Min Soo Choo1, Chang Wook Jeong2, Cheol Kwak2, Hyeon Hoe Kim2, Ja Hyeon Ku2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2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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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1� 상부요로상피암의 근치적 수술 환자에서 림프-혈관계 침범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송상헌, 예창희, 이상철, 홍성규, 변석수, 이상은, 오종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on Discussion Poster

NP-00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후 안전패드 하나에서 최종적인 패드 미착용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경과와 예후
김정준1, 이상철2, 정성진2, 홍성규2, 이상은2, 변석수2

1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02� 과민성방광 환자들에서 Mirabegron 단독요법 및 Mirabegron과 Imidafenacine 복합요법의 효능
송재익, 이호연, 김재현, 임도경,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오경진, 김선옥,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P-003� B-MRI 와 clinical parameters들을 이용한 Prostate cancer predictive model간의 예측도 비교연구 
노태일,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김형근, 심지성, 강성구, 천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04� 요도 게실의 경요도절제술후의 이차 수술에 관한 연구
한재현, 이종필, 이장희, 박민욱, 송상훈, 김건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05� 하지관절치환술 후 요폐발생에 대한 탐슐로신의 예방효과: 전향적 무작위 대조연구
김의석, 최창일, 김종근, 추민수, 이성호, 한준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06� 근치적 방광 전절제술을 시행한 방광암 환자들에서의 술 후 예후 예측인자로서 술 전 혈청 알부민/
글로불린 비 
오정석, 이승윤, 박경민, 민경찬, 박동진, 하윤석, 이준녕, 권태균, 김태환
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07� 방광내보톡스주입술의 치료 순응도 및 재시행률에 관한 연구 
문경태1, 조희주1, 최재덕1, 조정만1, 강정윤1, 유탁근1, 김정훈2, 안승현2

1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비뇨의학교실, 2한일병원 비뇨기과학교실

NP-008� 전립선 암의 고강도 집중 초음파 치료 결과 : 50 건의 단일 기관 초기 경험 
임범진, 이원철,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홍준혁, 김청수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NP-009� 절박성요실금을 과민성방광 환자에서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의 치료 실패와 관련된 인자의 분석
한지연, 백승룡, 송원훈, 이승수, 남종길, 정재민, 박성우, 이상돈
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NP-010� 근치적 신요관절제술 및 방광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술전 혈소판증가의 임상적 의미
김영욱, 장준보, 최재영, 고영휘, 문기학, 정희창, 송필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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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011� PI-RADS 3 병변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biparametric MRI를 이용한 제한확산 
정량화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김경환, 구자윤,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12� 최고요속 12ml/s 미만의 여성 환자에서 Tamsolusin 과 Bethanechol 병합요법의 효능
송재익, 이호연, 김재현, 임도경,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오경진, 김선옥,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P-013� 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암의 공존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생화학적 재발에 미치는 영향
이원철, 임범진, 경윤수, 유달산, 정인갑, 송채린, 홍범식, 홍준혁, 안한종, 김청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NP-014� 여성하부요로증상에서 알파차단제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김수진1, 강태욱1, 장기돈1, 정현철1, 송재만2, 김광진1, 정재흥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2제주한라병원

NP-015� 음낭수종절제술을 시행받은 소아들에 있어 초음파로 측정한 수술 시행 전, 후의 음낭 크기의 비교 
송재익, 이호연, 김재현, 임도경, 김태희, 은성종, 오주용, 유성현, 김명수, 정호석, 유호송, 오경진, 김선옥, 정승일, 
강택원, 권동득, 박광성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P-016� Updated clinical results of laparoscopic treatment of pediatric hydrocele: 5 year follow up
하지용, 최민수, 변혜진, 신택준, 정원호, 김병훈, 박철희, 김천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17� 요도 농양으로 인한 요도 결손 환자를 고환초막 피판법으로 치료한 증례보고
이종필, 전재범, 남 욱, 박종연, 김한권, 김성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18� 포경의 1차 치료로서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의 결과: 스테로이드제 강도에 따른 비교
장세원2, 이승윤2, 오정석2, 권순오2, 김상원3, 정재욱3, 하윤석1,3, 김범수1,2, 유은상1,2, 이준녕1,3

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병원 비뇨의학과, 3칠곡경북대병원 비뇨의학과

NP-019� 페이로니병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collagen fleece를 이용한 초기경험
양대열, 김성용, 고경태, 정현철, 이정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0� 방광암에서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안전한가?
김학주, 오종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21� 소아야뇨증 환아에서 야뇨경보기치료로 완전 호전이 된다면 재발은 거의 없다
성시현, 변혜진, 백민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NP-022� 한국 전립선암환자의 전립선 수술 후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상황특이이론개발
이종민1, 이현경2, 이주희2

1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2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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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023� 상부요로상피암에서 신요관절제술 후 추적관찰 5년 이후에 방광내 재발이 일어난 환자군 분석
최중원, 강민용, 전황균,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성현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NP-024� 75세 이상 고령의 방광암 환자에서 로봇보조 근치적 방광 적출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김형근, 강하은, 진현중, 태종현, 노태일, 심지성, 강성구, 천 준, 이정구, 강석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5� 호중구 대 림프구비와 발기부전과의 연관성
최세민, 최재휘, 이신우, 제성욱, 현재석, 정기현, 화정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6� 통증을 동반한 정계정맥류에서 정계정맥류 수술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백승룡, 박남철, 박현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7� Prevalence of Overt Overactive Bladder in Children with Primary Nocturnal Enuresis
채종석, 문경현, 권택민, 박성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8� 근치적전립선절제술 후 발기장애 환자에서 감각유발전위의 효용성: 전향적 연구
권세윤, 김기호, 서영진, 이경섭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29� PI-RADS 3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 prostate health index density의 유용성
송원훈, 백승룡, 이승수, 한지연, 남종길, 박성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P-030� Evaluation of bladder capacity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Comparison of 48-hour 
frequency-volume charts and uroflowmetry measurements
정재민, 이상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31� 특발성 OAB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광내 onabotulinumtoxinA 100U 주입술의 치료 결과
최중원1, 변혜진1, 고광진2, 이규성1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2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NP-032� 전이가 없는 고병기 전립선암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방사선 및 호르몬 병용 치료 후 생화학적 재발 
예측
박지수1, 윤민지1, 나준채1, 이형호2, 윤영은3,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33� 폐경 후 여성 생체 신공여자의 신 적출술 후 만성 신장질환 위험 예측 모델
박지수1, 윤민지1, 나준채1, 이형호2, 윤영은3, 허규하4, 김명수4, 김순일4, 김유선4,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식외과

NP-034� Retzius-sparing robot assisted prostatectomy와 conventional robot assisted prostatectomy의 
요실금 회복 속도에 대한 비교: 1,8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분석
이종수1, 고혁준1, 허지은1, Ahmad Almujalhem1, Ali Alqahtani1, 정두용2, 장기돈3, 최영득, 나군호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3원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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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035� Urethral realignment with maximal urethral length and bladder neck preservation in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urinary continence recovery
허지은, 고종철, 김동균, 전진형, 김진우, 이종수, 고혁준, 장원식, 최영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36� 한국인에서의 가족력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립선암 진단과의 연관성 분석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37� 음경확대술에서 현수인대의 절개는 꼭 필요한 것인가?: 단일 기관연구
홍성우, 성병주, 심보선, 정재현, 문 일
예작 병원

NP-038� 악성종양으로 인한 요관폐색의 요관부목 치료 실패의 예후
채종석, 윤지형, 박명찬, 박재영, 박세준, 박성찬, 문경현, 전상현, 권택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39�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후 요자제의 즉시(1주 내) 혹은 매우 빠른(1개월 내) 회복; 요자제 결과와 이를 
예측하는 모델
김정준1, 이상철2, 정성진2, 홍성규2, 이상은2, 변석수2

1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40� 임상 환경에서 PSA <2.5ng/ml인 환자군의 전립선 조직검사전 전립선 MRI의 필요성 고찰
최중원, 강민용, 성현환,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전황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NP-041� 남성 경찰 공무원의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결과의 특징
김병훈, 최귀복, 조인창,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비뇨의학과

NP-04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항암치료 이전의 Enzalutamide의 사용: 단일기관 경험
김휘우, 이동현, 유달산, 정인갑, 홍준혁, 김청수, 안한종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실

NP-043�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상승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의 의의: 5년이상 
장기 추적관찰 결과 
문경태, 조희주, 최재덕, 조정만, 강정윤, 유탁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비뇨의학교실

NP-044�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중 서혜부 탈장의 예방적 시술의 효과: 전향적 무작위 실험 
결과
구자윤, 김경환, 박지훈, 강병진, 박시균, 이권경, 하홍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45� 하부 요로 증상을 가진 환자의 연령대별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결과의 특징
김병훈, 최귀복, 조인창,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비뇨의학과

NP-046� 요도 스텐트에 실패한 요도협착 환자에서 내요도절개술을 시행 했을 때의 배뇨 및 성 기능의 효과 
김영욱, 장준보, 최재영, 고영휘, 송필현, 문기학, 정희창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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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047� HoLEP에서 Conventional Morcellation과 Enucleation중 X-incision후 Morcellation의 효용성과 
안전성 고찰
박대형, 이종복, 황춘하, 윤종현, 조정현, 나 웅
국립중앙의료원 비뇨의학교실

NP-048� 방광출구폐색 남성에서 요역동학검사용 요도카테터에 의한 요속변화와 IPSS의 상관성 연구
조강준, 최진봉, 고준성, 김준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NP-049� 5알파환원억제제 치료 후 전립선 형태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
신현빈, 김대경, 우승효, 박진성, 조현욱, 박현식, 유대선
을지대학교 의학과 을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50�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급성 배뇨곤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자연경과에 대한 분석
서준교1,2, 정혁달1,2, 유상준1,2, 박주현1,2, 조성용2, 정 현1,2, 손환철1,2

1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2서울대학교병원

NP-051�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일일 기온차와 배뇨 증상의 악화와의 관련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흐트 
기반 연구
육형동1, 최 훈2, 황인호3, 김수진4, 이동기5, 조대연1, 성락희1, 정재용1, 조문기6, 유지형1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교실,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비뇨의학교실, 3중앙대학교병원,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비뇨의학교실, 5경희의료원, 6원자력병원

NP-052� 병리학적 T3a 전립선암 환자에서 생화학적 재발의 위험인자: 단일 술자 경험
김상원1, 오정석2, 박경민2, 하 헌2, 정재욱1, 최석환2, 이준녕1, 김태환1, 권태균1

1칠곡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2경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NP-053� Cystographic anastomotic urinary leakage following retropubic radical prostatectomy and 
relation to early urinary incontinence
권세윤, 김기호, 서영진, 이경섭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54� 만성전립선염 증상지수의 중증도에 따른 염증성 지표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최재휘, 이신우, 제성욱, 최세민, 현재석, 정기현, 화정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55� 첫번째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환자와 이전 조직검사에서 양성(benign)으로 나온 환자에서 PI-RADS 
점수와 PSA density 를 이용한 전립선 암 발견
유현수, 강민용, 성현환, 정병창, 서성일, 전성수, 이현무, 전황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56� 전립선 암의 새로운 지표로서 developmental endothelial locus-1 단백질에 대한 초기 경험
정재욱1, 하윤석1, 최석환2, 이준녕1, 김범수2, 김현태1, 김태환1, 정성광2, 유은상2, 백문창3, 권태균1

1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칠곡경북대병원 비뇨의학교실, 2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병원 비뇨의학교실, 3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세포.기질연구소 분자의학교실

NP-057� 야간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학적 계산과 실제 야간뇨의 원인이 일치하는가?
박명찬, 오철규, 정재승, 박상현, 김성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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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058� 3대 주요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최근 5년간 시행 경향 분석
민승기, 김병훈, 최귀복, 조인창
국립경찰병원 비뇨의학과

NP-059� Does Increased Body Mass Index Lead to Elevated Prostate Cancer Risk? It Depends on 
Waist Circumference
최진봉1, 신동호2, 성재우2, 양종협2, 조신제2, 허경제2, 문형우2, 박용현2, 배웅진2, 홍성후2, 이지열2, 하유신2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2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NP-060� 실제 임상에서 특발성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서 onabotulinumtoxinA 방광내 주사의 효능과 안정성
변혜진, 최중원, 이규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교실

NP-061� 호르몬 단독 치료를 시행한 임상적으로 국한된 전립선 암에 있어 PSA nadir와 암 진행과의 연관성
박지수1, 윤민지1, 나준채1, 이형호2, 윤영은3, 한웅규1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2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62� Subclassification of pathologically organ-confined (pT2) prostate cancer does not 
significantly predict postoperative outcomes in Korean men 
이민호1, 이상철2, 홍성규2, 변석수2, 이상은2

1창원경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교실

NP-063� 임상/병리학적 특징에 기반하여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생존율 구분
박지수, 구교철, 한웅규, 홍창희, 나군호, 최영득, 정병하, 이광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NP-064�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의 경험이 HoLEP의 학습곡석은 
극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최우석, 박지운, 배상락, 박봉희, 이용석, 강성학, 한창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교실

NP-065� 항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을 시행받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체계적 운동요법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교육 
피드백이 치료 합병증 개선에 미치는 영향: Actigraph accelerometer를 이용한 연구
박생렬1, 김진우2, 안현규2, 김종원2, 민규랑2, 정병하2, 구교철2

1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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