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선후배 선생님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라는 己亥年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사하는 의학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 기구의 개발과 신약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학발전에 동승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치료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의학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노력하는 

집념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개발된 이러한 새로운 기구, 기계, 약물들의 사용에 대한 지식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제 16차 대한비뇨의학회 인천경기지회 학술대회는 비뇨의학 전반에 걸쳐서 발전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배뇨”의 향상을 위한 강의와 토론, “비뇨생식기종양” 치료에 대한 최신 치료 특히 면역항암제, 

신약항암제, 신약호르몬제, 핵의학적 접근, 이들의 병합치료, 치료에 따르는 주의사항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강의와 토론, “남성학”의 발전된 개념에 대한 강의와 토론, “내비뇨-로봇-외상” 분야의 다양한 지식의 공유, 또 

하나의 “비뇨생식기종양” 수술치료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준비한 학술프로그램은 여러 

선후배님들에게 조그마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된 학술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고, 2019년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모임에 많이 참여하셔서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저희 인천경기지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집행진, 

이사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대한비뇨의학회 인천경기지회 회장 박동수 올림

Invitaion

Location

지하철·버스  

미금역에서 버스 이용시

·  미금역 3번 출구 → 마을버스(7번, 7-1번), 8446번 버스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미금역 2번 출구 → 51번 버스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미금역 8번 출구 → 마을버스(19번), 380번 버스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자동차  

판교 IC 방면 

·  판교 IC → 분당방향으로 직진 → 서현로 → 분당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분당구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판교 IC 방면 

·  성수대교 → 구룡터널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약 15분 직진) → 분당 도착해서 직진 → 분당구청 → 수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 정자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청담대교 방면 

·  청담대교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약 25분 직진) → 초림지하차도 → 정자지하차도(2번째 지하도) 지난 후 우측차선으로 빠짐 → 미금역 방향 → 미금역 방향으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우회전 → 700m정도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원 IC 방면  

·  수원 IC → 신갈오거리 → 신갈중학교 앞 → 구성삼거리 → 마북삼거리 → 보정교차로 → 죽전사거리 → 오리역 → 낙생교 지나자마자 우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수서역 SRT 방면  

·  밤고개로(약 5분 직진)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약 10분 직진) → 분당 도착해서 직진 → 분당구청 → 수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 정자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리역에서 버스 이용시 

· 오리역 7번 출구 → 10m 앞 마을버스(19번)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자역에서 버스 이용시  

· 정자역 3번 출구 → 마을버스(19번, 111번), 380번, 8446번 버스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상행) 하차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향 탄천길로 도보 15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일 시•2019년 12월 7일 (토) 12:00-18:00
장 소•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 
평 점•대한의사협회 4점 

2019 제16차

대한비뇨의학회
인천·경기지회 학술대회

※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  학술대회 준비사무국   TEL : 02) 704-8574      E-mail : app@app2010.com

Program

11:30 – 12:00 등록  

12:00 – 12:10 인사말                      회장 박동수 (CHA의대)

  진행: 홍성규 (서울의대)

12:10 – 13:00       Session I: Management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좌장: 이택 (인하의대), 최종보 (아주의대)

 1) Update on the treatment of IC/BPS 오철영 (한림의대)

 2) Practical management of underactive bladder 김태헌 (CHA의대)

 3) LUTS medication and dementia 최 훈 (고려의대)

 4) Recent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s for BPH 이광우 (순천향의대)

 Panel Discussion  정성진 (서울의대), 배재현 (고려의대), 김계환 (가천의대)

13:00 – 14:50       Session II: Special lectures – updates on the treatment of urological cancers

  좌장: 박동수 (CHA의대), 정진수 (국립암센터) 

 1) Basics in recent immuno-oncology 신의철 (KAIST)

 2) Updates on treatments for metastatic kidney cancer 이재련 (울산의대)

 3) Updates on treatments for metastatic urothelial cancer 신상준 (연세의대)

 4) Chemotherapy for hormone-responsive prostate cancer 김미소 (서울의대)

 5) Chemotherapy vs novel hormonal therapy for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박세훈 (성균관의대)

 6) PSMA theranostics for prostate cancer 이원우 (서울의대)

 7) Endocrinological issues to consider in the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구철룡 (연세의대) 

 Panel Discussion  김선일 (아주의대), 함원식 (연세의대), 정재영 (국립암센터)

  권휘안 (명지병원), 정한 (가천의대), 홍성규 (서울의대)

14:50 - 15:10       Coffee break

15:10 – 16:00        Session III: State-of-the-art lecture in andrology 좌장: 이동환 (가톨릭의대), 조인래 (인제의대) 

 1) Vasectomy reversal 2019 김웅빈 (순천향의대)

 2) Management of complications from penile prosthesis 김형석 (동국의대)

 3) Management of Peyronie’s disease 이동섭 (성빈센트가톨릭의대)

 4) Penile rehabilitation after RP: does it work? 윤병일 (가톨릭관동대)

 Panel Discussion  류지간 (인하의대), 이승욱 (한양의대), 이재원 (분당제생병원) 

  이석영 (일산병원), 이승렬 (CHA의대)

16:00 – 16:50     Session IV: Endourology / Trauma 좌장: 김영호 (순천향의대), 윤상진 (가천의대)

 1) Medical expulsion treatment for urinary stone: does it work? 조강준 (부천가톨릭의대) 

 2) Management of bladder neck contracture following RP 한준현 (한림의대)

 3) Tips and tricks in flexible ureteroscopic surgery for urinary stones 방우진 (한림의대)

 4) Management of vesico-vaginal fistulas 유영동 (CHA의대)

 Panel Discussion  문홍상 (한양의대), 이건철 (인제의대), 정태융 (명지병원) 

  이승주 (가톨릭의대), 손정환 (분당제생병원), 배상락 (가톨릭의대)

16:50 – 17:40    Session V: Management of urological cancers 좌장: 조진선 (한림의대), 장석흔 (분당제생병원)

 1) Outcomes after salvage treatments for biochemical recurrence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강동혁 (인하의대)

 2) Restaging TURB: is it really necessary? 이형호 (일산병원)

 3) Cytoreductive prostatectomy for oligometastatic prostate cancer 김정준 (가톨릭의대)

 4) Robotic radical cystectomy: how I do it 오종진 (서울의대)

 Panel Discussion  변석수 (서울의대), 박재영 (고려의대), 고준성 (가톨릭의대) 

  서호경 (국립암센터), 배정범 (동국의대)

17:40 – 18:00      인천-경기지회 총회                 진행: 이재원 (분당제생병원)

18:00 -          Clo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