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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올띤f필 웰i팬함 교육목표 l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이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구적 

이고 유능한 의사률 양성하는 례 었다. 

L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쳐관과 태도， 수기 및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 종진，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수행뺀다. 

2 창의척 연구와 교육율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농력율 갖춘다. 

a 사회 변천에 따르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척으로 대처한다. 

4. 의사의 전푼척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형가와 자가 개발율 활 수 있 
는 태도률지난다. 

l 서울대악교 대악원 의악과 교육목표 l 
대학웬 의학파 교육목표는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는 물론 기타 판련 훈야에 

서 연구 및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울 갖춘 자롤 양성함율 목적 
으로 한다. 교육율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학 및 판련 분야에서 날로 증가흩}는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연구 결과 

를 비판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2 제기된 문제정율 스스로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유도하는 대 필요한 연구 
와 접근 방법 및 자료분석 능력율 갖충으로써 제기된 푼제정율 스스로 해 

결할수있어야한다. 

3. 끊임없는 연구 활통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융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의학 
자료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연구 및 교육 활동율 통하여 의학 발전율 꾀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태도와 사영감융 발휘하여야 한다. 



저126대 27대 학장 이 · 취임식 (2004년 4월 10일) 

훨 홈~6ft 훌훌 톰!t 및 

제26대 27대 학장 이 · 휘임식 (2004년 4월 10일) 



2003학년도 후기 석 • 박사 학위수여식 (200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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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학년도 개황 

2004학년도는 새로운 집행부의 출발과 함께 의과대학의 어려웅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먼 

한해 였다. 

전임 이종욱 학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신년 초부터 새 학장 선출에 대한 학내 관심이 높 

았었다. 학장 선거결과 왕규창 학장이 역대 최연소 학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새로운 집행부(교무부학장 홍성 

태 교수， 학생부학장 김석현 교수， 연구부학장 이왕재 교수， 기획조정실장 한준구 교수)가 구성되었다. 새 

로운 집행부는 학부 및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비롯해 장학 재원의 확보， 연구 공간의 효율적 배분 둥 각 

분야별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 나갔다. 

대폭 수정된 학사과정 학생의 교과과정은 2년 째에 접어틀어 의학과 2학년이 바뀐 학사일정으로 2학년 

과정을 듣게 되었다. 개편된 통합교과과정A로 감염학이 신껄되었고 연역학이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되었 

으며 교육기간이 1주-4주로 각 교과과목의 분량에 따라 조정되었다.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슐환경을 

제공하고자 여름방학올 이용하여 도서관의 냉방시설을 전면 교체하였다. 4학년 과정의 임상의학종합평가 

의 문채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유하여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출제한 문제로 양대학에서 2회씩 

시험을 실시하였다. 학년도말에는 시행 4년 째에 접어든 편입학 전형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정원내로 총 

50명을 본과 1학년으로 선발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전환한 타 의과대학들에서는 MEET 시험을 처 

옴으로 시행한 해로서 중복 지원의 예도 있었으나 차별화된 시험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제 

한된 장학재원드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틀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1인 1구좌 자동이체 운동 

을 시작하여 학내 교수들올 중심으로 국내외 많은 동문플로부터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대학원 교육의 내실회릎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올 통한 연구경쟁력의 향상과 또한 두뇌한국(BK) 사업단의 

좋은 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 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대학원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출된 안은 졸업생의 연구 경쟁력 강화흘 위해 학사관리와 논문 심사를 엄격히 하고 대학원 전공단위 평가 

를 개선하며 대학원 의학과와 별도로 기존의 대학원 의생명과학과를 운영하여 우수한 전얼제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200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연건캠퍼스 내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연구 공간올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대 운동장 부지에 의 

생명과학관 신축올 위해 기공식을 하였으나 조건부 건축허가플 하였던 문화재청이 정모궁지에 대한 시굴 

조사 후에 유적지 보존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체부지로 의학연구원 건물을 철거 

하고 테니스장을 포함한 부지에 의생명과학관과 의학연구원올 중개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어 캠 

퍼스 공간의 부족으로 신임교수에게 기본척인 필수 공간마저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간도 공개념 제도활 도입하여 효율성과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재배정 하기로 완칙율 정하였으며 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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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학년도 주요 일지 

2004. 03.02 2004학년도 진입식 

03.18 의생명과학관 기공식 

03.18 보건진료소 연건분원 개원식 (보건진료소장 한성구 교수) 

03.19 대학훤 쿄파과청상 전공단위 및 교설 명칭변경 

(치료방사선과학 전공 -+ 방사선종양학 전공， 치료방사선과학교실 -• 방사선종양학교실) 
03.19 제27대 학장 선출 선거 

03.22 정년퇴임행사 (안과학교실 장용련 교수) 

04.10 의과대학장 이취임식 

04.11 제27대 의과대학장에 왕규창 교수 임명 

04.17 새 집행부 구성 

(괴무부학장 흥성태교수， 학생부학장 김석현교수， 연구부학장 이왕재교수， 기획조갱실장 한준구 

교수) 

4.29-5. 2 2004학년도 4학년 교외교육(졸업여행) 실시 

05.01 륙생센터 소장에 박성회 교수{병리학)， 부소장얘 이왕재 교수(빼부학)임명 

05.28 천쩨괴수회의 화상회의 실시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분당병원 간 화상회의) 

05.28 새 쿄육과갱 3-4학년 과갱(안)과 관련， 새 교육과정 3학년 과갱(안)용과 

4학년 파갱(안)옹 추후 논의 

05.29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05.31 2004학년도 학부모의 날 행사 

05. 대학로 문화거리 지정 관련하여 당장 개방 

06.11 2004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 합격자 발표 

06.25 의생명과학관 건립件 : 문화재청 재심사 

{05.29 폼화재청 사척분과위원회 현장실사 결과， 경모궁지로 보존이 요구 

되어 당초 계획 부지 건축 불가) 

• 대체 부지로 의학연구훤 건물 철거， 테니스장 포합 부지얘 「의생명과학관」， 「의학연구원」 

융 중·개촉하기로 함 

7. 9-7.10 2004년도 제26차 대학 · 채12차 병원발전세미나 개최 

07.15 38희 동기회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 

07.16 주임교수 발령 

07.23 NSl - SUN NANO Forum (재I교수회의실) 

(부째 : NANO - Bio Medical Forum) 

08. 학내 교수의 1인 1구화 갖기 운동 (장학기부금 1인 1구화 자동이체 운동) 

08.11 의학연구협력센터 개소식 (삼성 이건회훌) 

08.17 장학기부금 1인 1구화 자동이체 운동 경과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혁 

1885. 4. 14 왕렵 ，.흘院(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현) 셜립 

26 광혜웬의 명칭융 ~’k院으로 변경 
1894. 9.26 제충웬 운영권율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이관 

1895. 12. 22 (웰효뽑흩~所 規꿇〉 공포 

1897. 7. 종두의양성소 1기생 10명 배출 

1899. 3. 24 (혐뿔快 흠힘J) 반포 (￥部 소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교육기판) 

28 의학교 교장에 지석영 션생 취임 

4.26 內部病院 성립 

7. 14 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 2 의학교 개교식 (위치는 오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판훈동) 

l잊Xl. 6.30 내부병핀의 명칭융 톰빠院으로 변정 

1902. 6. 11 의학교부속병원 셜립 

1903. 1. 9 의학교 채1회 졸업식. 19명 배출 

연 찍 • 7 

1907. 3. 10 의학교와 팡재원융 통합하여 太.. 홉院올 신셜하고(위치는 현재의 연건캠퍼스) 과육기능융 대한의원 敎

11$에 둠 

7. 18 대한의원 교육부 채1회 졸업식 t 13명 배출 

11. 교육부 교사용 대환의원 구내로 이전 

12. 27 교육부의 명칭융 홉11뼈로 변경 

1909. 2. 1 의육부의 명칭융 부속의학교로 변정 

5. 부속의학교 건물 신축 

1910.10. 1 일체 강점 후 부속의학교의 명칭융 행홉府뽑院 附빼홉헬빼협所로 변경 

1911. 3. 부속의학강습소 지11회 졸업식 

1916. 4. 1 ()，(~혐헬 .. 門4빠快 規則〉 공포 

1917. 3. 27 경성의학전문학쿄 재1회 졸업식， 한국인 48명 배출 

1924. 5. 2 ()，(~帝圖太뿔 힘制〉 공포，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6. 3. 15 경성제대 예과 1회 수료식 

5. 1 갱성제국대학 의학부 수업 개시 

1928. 7. 경성재국대학 의학부 본판 일부 준공 

11.29 청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신축 개원(위치는 오늘날의 종로구 소격동 국군지구병웬) 

1930. 3.25 경성재국대학 의학부 채1희 졸업식， 한국인 12명 일본인 43명 배출 

1936.10.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본관 중촉 준공 

1945. 8. 15 일째 강점으로부터 해방 

10. 7 경성(채국)대학 의학부장에 융일선 교수 취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심호섭 교수 취임 

17 경성제국대학융 경성대학으로 정식 개칭 

1946. 8.22 (탱íT.서율太댈快 앓흩令〉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품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12.20 신경과학교실 신껄 

1974. 2. 16 의학도서관 신축개판식， 2개충 893평 318석 

4. 11 제12대 학장에 권이혁 교수 충임 

6.10 의학박물관 셜립 

11.29 제1차 대학발션세미나 실시 

1975. 3. 1 의학교육연수원 발족 

3 의과대학 종합실습실 개관， 3개충 1 ，314명으로 신축 준공 

4. 8 학장보 제도 신셜 

7.23 천 교직원 신규 계약 임용 

9.19 αæ， Research Grant Ma삐ng Fund 25만 달러 제안 

1976. 3. 19 의학박물관 개판 

4. 11 제13대 학장에 신동훈 교수 취임 

29 통창회 기금 1억훤 풍파 

1977. 1. 5 CMB, FeUowship Grant Matchlng Fu때로 2S만 달러 훤조 제의 

1978. 4. 11 째14대 학장에 신동훈 교수 충임 

7. 1S 서울대학교병원이 확수법인체로 발흑 

1쨌. 4. 11 제15대 학장애 서병셜 교수 취임 

6.30 제14대 총장얘 권이혁 교수 취임 

1982. 2. 대학원생 연구비 예치제도 확정 

3. 서율의대 장학기금 조성융 위한 장학재단 설립 확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 재청 

4. 11 쩨16대 학장에 서병셜 교수 충임 

11. 의과대학 교수상조회 개갱안 용과 

간호학과 박사과정 개셜안 룡과 

의학박사 학위 신청논문 자체 빼버심사제도 확청 

1983. 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요원 지훤계획 합의 

2. 한립대학 의학과 기초의학 교수요원 양성융 위한 위탁교육합의서 체결 

3. 의과대학 객원교수제도(Yisiting Professorship) 신설 

6. 학외입상실습(00 Campus Clerkship) 계획 확정 

9. 임상의학종합명가 실시 (째1차) 

12. 재단법인 서옳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째단 셜립 확갱 

1984. 1. 법의학교실， 성형외과학쿄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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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B 지원 서융의대 발전기금 셜갱을 위한 Matching Fund 100만 달러(해B 25만 달러 ， 서융대학교 75 

만 달러) 동의 

4. 제17대 학장에 김영균 교수 취임 

9. 임상병리학교실， 재활의학교실 신셜 

간연구소 개썰 

기초의학 조교 연구지웬 계획 확청 

11. 흉합교육교재 인쇄 발간 계획 - 서울대학교 출판부와 계약 

기초의학 종합명가 운영 계획 확갱 



1었4. 4.11 쩨22대 학장에 이순형 교수 취임 

10. 16-18 ’미네소타의 방 행사 

1995. 11. 7 (ä훌훌흩Jt所 規程〉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용 

12. 26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 개청 

30 π1e Seoul Joumal of Medidne(서울의대학술지) 총간호(용권 재144호) 발간 

1996. 4. 11 재경대 학장에 이순형 교수 취임 

9.11 의과대학 전산실 개설 

9.23 러시아 의학협회 임원진 방푼 

1997. 3.26 기초의학연구동 8충 풍물실 보수 완료 채개관 

4. 8 뼈의학교실， 가갱의학교실 신설 

11. 17 암연구소 기공식 

12. 13 처11회 합훈의학상 시상 

12. 24 서융의대.제주의대 학술교류 협약 체결 

1998. 2. ι8 재1회 서율의대·동갱의대 합동의학 학술대회 (서율) 

4. 11 채24대 학장에 이갱상 교수 취임 

6. 1 기획실장제 신설 

7. 27 연건캠퍼스내 건물 및 시설 명칭 개정 

9. 28 서융의대 분관(구 확슐진흥원) 보수 개관 

10. 16 대학웬 흉합천공과갱 개설 

11.11 의학교육실 신셜 

12. 18 국민건강교육개발원 셜립 

1999. 2. ~ 제2회 서융의대동경의대 합동의학 학술대회 (풍경) 

3. 20 지석 영길 명명식 

의학교 관제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 

의과대학 역사자료실 개판식 

8.17 연건기숙사 개관 

10. 18 두뇌한국(BK-21) 계약체결(1999년 9월부터) 

2000. 2. 18-19 지13회 서율의대-동경의대 합동의학 학솔대회 (서율) 

3. 17 삼성암연구동 준공식 

4. 11 재25대 학장에 이종육 교수 취임 

7. 13 서율대학쿄 의과대학과 생명공학연구소 학술 · 연구교류협약체결 

9. 6 로마의대와 워크숍 개최 

12.26 치매갱복 창의연구단 개소 기념식 

2001. 2.27 종합실습실 개보수 준공식(2충 소단위 실험실) 

3. 연째대학교 의과대학과 학정 교류 

4.18 의료정책연구실 개소 

9. 26 생체계혹 신기술연구센터(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개소식 

11. 8 서융의대 대학원기숙사 신축 기공식 

2002. 3. 2 2002학년도 진입식 

4.11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제 26대 학장 취임(비뇨기과학 이종욱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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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기구표 

획 

4. 1 
-‘-

정}커g 

직 

획 로 서 

|생 랴 학 쿄 싱 1 1 외 확 학 교 상 1 1 01에인후빼교성 11 앙 연 구 소 111충앙 연구지 원상| 

|생 파 학 쿄 잉 1 1 산￥인화학교생 1 1 인 과 학 교 싱 11 간 연 구 소 111 션 산 잉 l 

|영 리 액 교 성 1 1 소아혹학a 성 1 1 앵샤션확씨교실 11 기 싹 샤111 성 엉 훌 훌 싱| 

|약려빠교싱 1 1 갱신빽쿄싱 1 1 마휘과찌교싱 l 

|며’톨학효설 1 I션갱와억교실 1 1 생앵외뼈요싱| l!.건씬료소연건톨소 

|예방외학교싱 I 1 여￥파학쿄잉| 

|기생흩학교싱 1 1 갱영의확학과심 1 I 찌롤의학쿄생| 

|의 사 액 교 실 1 1홈￥억파웹 1 1 't"낸흥양학교생| 

|엉 의 학 교 실 1 1 신경외화학교생 1 1 에 의 액 과 싱| 

|의책려학교성 1 I용급의확효싱 I I가쟁의억 g 실| 

|의훌학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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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기 획 학 장 교부학장 무 확부학장장， 병， 기왼획장조，정 교실무장부학，’ 행갱실 학장생부학장， 연구 김충진학곤， 김 정철우， 박영배， 유근영， 이용성， (15) 이 , 임 기， 갱준기 

인 사 학 장 교부학 무장 학부장학장，병원장，교무부학장，학생부확장，연구 강박술성회범， 김성덕， 김 션， 김중곤， 김현집， 
(13) ，서유헌，융재일 

교육과청 교부학장 무 황영일 교기무획;부조학갱장실장， 학，생 병부원학교육장，연 연구구부부장학장， 신한 김찬병성국구수， 김석화 원， 김우호， 이숭덕， 생 최명영훈， 
(16) , 양세 , 옹희철， 이윤성， 민， 

대학원학사 학 장 교부학 무장 확연장구부 교학무장부학장， 학생부학장， 강호신찬대원수회정， 김용식(약 차)충， 이익숭덕， 병 박민경수 하 
(15) ’ 전 황용영성일， 최 인， 일수， 

연구연수 임갱기 부 연확장 구보 교무부학장，연구부학장，임상의학연구소장 켰선휠， 김효수， 박갱규， 융보현， 이상건， 
(12) 인 ，전법석，죠수헌，허대석 

학 생 생 활 학부확장 생 부 학학장 생보 교서무훈부판학장장，， 학생 학부생학부장학보장， 기숙샤사갑， 의학도 권박초종생비완홈핵，i 김 박충규한신，i 휴 생송인융용，i 서 박인규주석i， 박 이노숭현덕，i (17) 
，최민호，황영일 

연구비관리 학 장 부 연학 구장 학기장획조，갱 교실무장부，학 임장상，의 학학생연부구학소장장， 연구부학장， 효 김이규환원한종정， 김 엄용정기태， 신 전싱용구성， 갱 이현경채민， 하 이동힐순수， (17) 

교 수 윤 리 최윤식 교부학 무장 교무부학장，진료부원장 ( 최이기용융간성식:%i， 김 한4성.10 전구.1，i 박 휴귀인원란(부위원장)， 조수헌， (9) 
- 2006.9.30) 

총운합 영실습실 최명식 종실합주실임융 교무부학장，학생부학장，총합실습실주임 강장대인회진， 박인얘 ’ 서 최이힌석， 성숭용， 신동훈， 
(12) ，전용성， 효 

동물실운영 부 연학 구장 (16) 교장연무 전 실부임협학상동장실용험실 연껄장구장부 임학의장연， 릅 연수구생기명획자부원장센터 임소의 묵이동인회성， 박성회， 안규 현리， 양 황호용냉수， 이국현， 
, 이째서， 청두 

발전기급초성 이정빈 기죠갱실 획장 쿄정무실부장학， 。장상의 학학생부연구학소장장， 연 병구원부기학획장조청 기실획장조 김현수 노풍영， 훈신용， 박융상용철범， 방영주， (14) 신희영， 심영수， 유곤영， 
기 금 판 려 학 장 교 무 학장， 쿄무￥학장， 연구부학장， 김 김이충갱영곤환빈((，직발 김처천교기 전금부l부조 요학성송장위근)웬’，장 황)용송 (9) 부학장 

쳐」 산 한준구 교무부학장，연구부학장，의학도서관분판장 김최주진욱한，박병주，서인석，서정육，전범석， 
(11) ，하얼수 

후생복영지시셜 학생찌장 교실무장부，학학씌장계장 학생부학장，학생부학장보，행쟁 김규한， 김송협， 박총완， ;생성용 
운 (9) 

중앙연영구지원실 부 연학장 구 이석호 작 연연구구실부기 • 중학획앙장푸공장， 충급앙실여장구，지 종원합실심소슐속실 각장， 실 임장의， 풍연 김희찬，박정규 운 (14) 

교수업척관리 학 장 부 연학 구장 학학장장，학 병생현부장학장 교，무병부원학기장획{부초위청원설장장) 연구부 김짧의진인종호호， 박성희， 이용식， 전용생， 청 최용진육식， (18) , 조병훌’ 조A낸， 채종일， 
，청 

포상및수상추천 교부학 무장 교갱무실장부확， 병장원，교 학육생부연구학부장장， 연구우학장， 기획조 깅기용， 방문석， 서유헌， 우흥균， 조맹채 
(10) 

입학고사광리 교부학장 무 이숭덕 교무부학장，학생부학장，연구우학장 깅이(기유융간성영 장 검익상， 박채형， 오 한용성석구， 윤 황용영수일， 기현 갱생용， 
: 2003.12.10-2005.12. 9) 

조연구교원임용및섬임사상 교부학장 무 교무，학생，연구부학장，기찌조갱실장 김원곤，박경한，박도춘，박병주，장인진 

훈의학 영교육 위연 원{원 회 부 연수원원장 교무부학장(부위원장)， 병원부원장 초 김유태준영(7 이l간융 :성 $，껴 은.10.희.철 l~lx 채i종.9.얼~) 황영일， 

좋웰뭘몸짧닮 부 연학 구장 쿄장무， 병부원학7장뼈죠 발청처실기장금조， 행성청위실윈패양， 기획조정실 김l철영간석규 :,, 김 이숭 0인4큐덕 6,i 조 김총수재헌 2%,, 박 최.경인찬호， 방영주， 
유(7m : 2004. 6.10-200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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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명예교수 명단 

성명 소숙교실 추대월자 성영 ‘ ~~‘~~잉l 후대일자 

~. ’t 약 리 학 1974. 7. 8 ~G B: tt 미 생 물 학 10. 14 

李 明 o 해 부 학 1979. 11. 1 石世一 갱 형 외 파 학 1997. 5. 26 

후 훌E i양 내 과 학 1 L 1 홈 홉 # 내 과 학 11. 18 

朱 .<< 톨 방 사 션 과 학 12. 23 ￥ 符 .Jk 갱 신 과 학 11. 18 

술 IlI1 내 과 학 1981. 7. 18 ~. .흩 외 과 학 1잊용. 11. 13 

朱 a 훌 1:1) 뇨 기 과 학 1983. 6. 20 ~tt 예* 흉 부 외 과 학 11. 13 

金 iU.. 1훌 이 비 인 후 과 학 1986. 5. 12 尹 i훌 老 빼 방 의 학 11. 13 

S쑤 t 4f 내 과 학 4. 18 尹 ø 求 -λ‘- 아 과 학 11. 13 

白 홉 ~ 이 비 인 후 파 학 1988. 3. 1 ‘~~m 병 리 학 11. 13 

쭈文뼈 내 과 학 7. 1 ~ 尙 lk 신 경 과 학 1999. 10. 12 

회~ ~ II ~‘· 아 과 학 12_ 10 白相훌 빼 부 학 2000. 5. 2 

申 1. 雨 산 「님- 인 과 학 1989. 4. 15 金 ~ ’훌 1:1) 뇨 기 과 학 5. 2 

金 ~~안 비 뇨 기 파 학 1991. 11. 16 .. "lIf 방 사 서‘- 과 확 5. 2 

李 ’양 낌 피 부 과 학 1992. 11. 3 ~~. 생 형 외 과 학 5. 2 

ti~t 임 상 병 라 학 1993. 11 . 1 훌 T 뼈 내 과 학 2α)(). 11. 17 

OOtt~ 내 과 학 1994. 4. 11 朴 }tj( 약 리 학 11. 17 

중 ~ t성 갱 신 과 학 4_ 11 흉윷- 병 리 학 11. 17 

~ t.하 뿜 병 리 학 4 11 뿔솜洙 신 경 외 과 학 11. 17 

金 iIi‘ 야 생 리 학 1995. 5. 6 金 ilì양 채 활 의 학 11. 17 

食 ß.Je 생 화 학 5. 6 ~* 흩 빼 부 학 교 실 2001. 5. 9 

훌 洙 • 외 과 학 5. 6 뿔 It t잉· 이 생 물 학 교 실 5. 9 

술 !3 :i 방 사 션 과 학 11.29 1! ì! ~퍼 내 과 학 교 실 10. 18 

* 흉 .. O!I 방 의 학 11. 정 ~. ’‘ 안 과 학 교 실 10. 18 

i' • *웰 산 부 인 과 학 11.29 ￥ 뼈 ~ 기 생 총 학 교 실 2002. 3. 1 

흩 Jl it 이 비 인 후 과 학 11. 29 ￥珍 톨 산부인과학교실 9. 1 

金 _.Jk 이 비 인 후 과 학 11. 29 빼 斗 ~ 갱신과학교실 9. 1 

尹 ’It ì뿜 안 과 학 11. 엉 i1I! ~훌 m 명 리 학 쿄 싱 2003. 3. 1 

￥ ti 톨 갱 형 외 과 학 1996. 6. 5 용 .~ 갱신과학교실 3. 1 

~ã 뻐 ø 산 부 인 과 학 6. 5 金永훨 갱형외과학교실 3. 1 

1iI9l U 흉 i유 외 과 학 1잊)6. 10. 14 랬 • • 안 과 학 교 실 2004. 3. 1 

i흩 ø. 신 정 과 확 10.14 李 宗 n 비뇨기과학교실 2004. 9. 1 

李 • 九 갱 형 외 과 학 10. 14 



신
i
 시
E
 석
t
 칙
t
 석
t
 죄
t
 직
i
 석
t
 죄
=
 시걷
 직t
 석
t
 석
t
 적
t
 석
t
 신
t
 석
=
 신d
 석
S
 신
t
 시
를
 

교
 교
 교
 교
 쿄
 
교
 
교
 
교
 
교
 교
 쿄
 
교
 

교
 
교
 교
 교
 교
 

: ’ 
-} 

} 

학
 학
 학
 학
 확
 학
 학
 학
 학
 학
 교
 
교
 학
 학
 학
 학
 학
 교
 
교
 

스
 「-
확
 학 
μ
 μ
 μ
 니
 니
 냐
 μ
 과
 
과
 과
 f 
f 

니
 냐
 냐
 냐
 사
 
f 

-
파
 

과
 과
 과
 
과
 과
 과
 . 
니
 니
 니
 학
 
학
 
파
 과
 과
 과
 과
 
학
 학
 

소
 -
과
 과 L 

‘μ
 μ
 μ
 μ
 F 

μ
 후
 
후
 후
 1 

1 

U 

· h
μ
 
·
h
μ
 

·
U 

·
μ
 

--

-
-
-
￡
 

L「벼
 때
 벼
 외
 씌
 매
 끼
 인 
인
 
인
 
과
 과
 씬
 선
 씬
 선
 건
 의
 과
 

-정
 
부
 형
 형
 형
 형
 
부
 정
 
뇨
 
바
 바
 바
 고 
고
 

사
 사
 사
 사
 사
 。

-

-
신
 피
 
갱
 
청
 
정
 
갱
 
흉
 신
 
비
 
이
 
이
 
이
 
안
 안
 
방
 
방
 
방
 
방
 
방
 
핵
 
내
 

앤
 
-% 

M 

낀
 쟁
 ?” 
% 

죄
 % 

컸
 % 
% 
% 

”ι
 
% 
”” 

째
 씨
 % 
”” 
4 
% 

인월연황 . 19 

직 급 

기금초교수 

기금초교수 

기금조교수 
기금초교수 

기금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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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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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신규임용 

연번 -ι」‘ ; r특ε 직 글 성 명 일 자 

생 리 학 교 실 초 교 박원선 2004. 3. 1 

2 약 리 학 교 실 조 교 여은진 2004. 3. 1 

3 혜 l쥬 학 교 실 :.f.‘- 교 이세갱 2004. 3. 1 
4 병 리 학 교 실 if;‘- 교 이현규 2α>4. 3. 1 

5 화 학 “ 「 실 :.f.‘L :ü!‘ 장보근 2004. 9. 1 

6 미 생 물 학 교 실 :.f.‘:: 교 윤여준 2004. 9. 1 

7 약 리 학 “ 「 실 조 교 최용영 2004. 9. 1 

8 예 방 의 학 교 실 조 교 최냥갱 2004. 9. 1 

@승진 

(1) 천임교원 

연번 -J“‘ ~‘ 직 급 성 영 일 자 

마 생 물 학 교 실 교 1 J “- 황용수 2004. 4. 1 

2 내 과 학 교 실 교 수 김영환 2004. 4. 1 

3 외 과 학 교 실 교 -ι‘r 청성은 2α>4 . 4. 1 

4 tl) 뇨기과학교실 교 τ /‘- 이온식 2004. 4. 1 

5 외 과 학 교 실 교 수 노동영 2004. 4. 1 



인원현황 • 21 

@휴직 

연 번 소 속 직 명 성 명 월 자 비 고 

벼뇨기과학교실 기금조교수 요송준 2004. 9. 1 -
2005. 8.31 

2 항사션과학교실 기금조교수 구진모 2α>4. 9. 1 -
2α>4.12.31 

3 병 리 학 “ 「 실 기금부교수 강경훌 2004. 9. 1 -
2005. 2.23 

4 내 과 학 교 실 · 기금조교수 오셰일 2005. 1. 1 -
2005.12.31 

5 생 화 학 교 실 부 교 7 J」- 박용양 2005. 2.28 -
2αl6. 2.27 

@복직 

연 번 ~‘-‘ ，.，ε‘ 직 급 성 명 일 자 비 고 

l 0) 생 를 학 쿄 설 조 교 'Î‘- 성숭용 2004. 3. 5 
2 ot 취 과 학 교 실 기금부교수 깅희수 2아껴. 3. 5 

3 산부인과학교실 기금부교수 박충신 2004. 3. 5 
4 외 과 학 교 실 기금조교수 박규주 2004. 3. 5 
5 소 아 과 학 교 실 기금조교수 고재성 2004. 8.11 
6 신 경 과 학 교 실 기금부교수 이정민 2004.12. 7 
7 방사션과학교실 기금조교수 구진모 2005. 1. 1 
8 병 리 학 교 실 기금부교수 강정훈 2005. 1. 5 

@퇴 임 

연 번 ~‘‘ 걷 :‘『 X-1| 그 ‘a 성 명 일 자 비 고 

피 부 과 학 교 실 기금부교수 김정얘 2004. 5.15 의원면직 

2 내 과 학 교 실 교 T /‘- 이명북 2004. 8.12 의원면직 

3 이버인후과학교실 기금조교수 임턱환 2004. 8.31 임용기간만료 

4 예 방 의 학 교 실 기금초교수 양미희 2004. 9. 1 의원연직 

5 방사션과학과실 기금조교수 갱혜원 2004.10. 1 의현연직 

6 병 리 학 교 실 부 교 수 김총재 2005. 1.10 의연연직 



며 학사과정 학생 현황 

@정원 

학 과 

의예과(의학과) 

@둥륙지현황 

꿇~펀 2 

2004년 I학기 185 175 
2004년 2학기 193 179 

@휴학 및 유급현황 

꿇~펀 
I학기 

휴 학 4 
유 급 . 

2학기 
휴 학 6 
유 급 2 

• 유급척용대학은 학사경고 없옴. 

@재학생 명단 

• 의학과 I학년 
강가나 강경마 강민우 강선혜 강유션 강정민 강지훈 

강진우 강형률 공충식 곽종섭 권주용 권혁훈 김캉수 

김고용 김 광 김기범 김대하 김도형 김동근 김동현 

김민정 김성빈 김성우 김수정 김안나 김용일 김윤희 

김용선 김인향 김재곤 김재연 김주용 김주혜 김준우 

김지년 김철한 김태균 김태준 김태훈 김현래 김현수 

김현준 김혜려 김혜진 김화영 김효상 나세영 노두현 

노용준 노 은 도영석 마대중 영유진 문종식 민범준 

박관진 박기범 박성열 박성오 박생육 박성준 박세영 

박세현 박영수 박정민 박종한 박충환 박지혜 박진우 

박창현 박해↓로 방 현 배인호 배재현 액숭환 백혜선 

서수현 서영균 서용춘 서자회 서지연 서화연 선우용상 

손흥석 송경민 송문영 송상혁 송용섭 송인호 송재원 

송현법 신동훈 신재훈 신지연 신창호 신홍경 안세진 

안아품 안채철 양유진 양회범 엄태수 영윷보라 염상윤 

오홈상 옥찬영 유태경 육형동 윤성빼 융주영 이정왜 

이경회 이기호 이도홍 이동현 이민호 이법석 이상문 

2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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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100 (150) 

의 학 과 

3 4 겨| 

238 203 801 
240 2여 816 

의 학 과 

3 4 계 

2 9 
. 

4 2 14 
9 14 

이상헌 이션미 이소령 이수영 이영주 이예영 이응경 

이의준 이익재 이채영 이채용 이 갱 이갱무 이정석 

이정현 이주현 이춘구 이지은 이채훈 이현기 이형철 

이화진 이회종 임유주 임혜정 장삼열 장인기 장택진 

전용법 전지영 전창수 전찬후 갱근법 갱두영 정 석 

청수현 청영화 정예훈 정현장 조민재 조성우 조성철 

초수창 조유리 조혜인 차슬기 최근희 최영옹 최성우 

최원석 최윤희 최재규 최재우 최청호 최지민 최치현 

최효갱 추아정 하유01 하채흉 하빼민 한미연 한재준 

허민갱 허보융 허주선 홍경택 흥송노 흥총수 황인창 

김권일 박근석 빽세헌 김영섭 

• 의학과 2학년 
강도융 강성민 강용석 강지석 강호뼈스티브 고동진 

고성민 공봉영 팍여진 권현우 김경남 김정륙 김경준 

김도훈 김만진 김미영 김미갱 김미진 김민갱 김민주 

검민지 김민호 김사라 김선아 김션영 김선영 김성민 



이자영 이주현 이지은 이지혜 이진회 이태성 이하쟁 

이형민 이혜원 이효응 엄청환 임우현 임용션 임현경 

엄효갱 장원석 장옹선 장준영 장 현 장형우 전명욱 

갱연우 청우현 갱운경 쟁의석 갱총헌 정진헌 조은영 

죠현진 천재영 최째원 최숭아 최용석 한규회 한민채 

머 대학원 학생 현황 

φ 전공벌 등록자수 

;말----------건3 석사 

빼 부 학 7 

생생병 리 학 9 
화 학 5 
리 학 6 

약 리 학 11 
01 생 율의 학 8 

7예l 방생 학 5 
충 학 3 

법의 사 학 2 
의 확 2 

의 료 관 리 학 1 
의 공 학 3 
내 과 학 29 
외 과 학 18 
산 부 인 과 학 19 
~‘· 아 과 학 16 

갱신피 신 과 학 13 
정 과 학 
부 과 학 7 

갱 형 외 과파 학 10 

흉신 1 님- 외 학 8 
청 외 과 학 8 

비 뇨 기 과 학 6 

안。방。생}l 
인 후 과 학 13 
과 학 11 

사 서‘- 과 학 14 
취 과 학 13 

형 외 과 확 9 
치 료 방 사 서‘- 과 학 2 

엄재핵 상 병 리 과 학 5 
활 의 학 5 

의 학 2 
가 청 의의 학 6 

용뇌 급 학 -
신 경역 과 학 18 

연 학 22 

분자 자 총 양명 의 의과 학 18 
34 용앵잉사션 유용용 칭 선생 써 리 학 억 악 3 
6 총상 양 물 학 23 

계 400 

1학기 

박사 

7 
7 
5 
8 
4 
7 
6 
7 
3 
4 
3 
4 

27 
12 
18 
14 
8 
1 
3 

11 
8 
5 
8 
4 
6 

14 
9 
4 
4 
8 
6 
6 
7 
-

19 
25 
11 
13 
1 

10 

328 

인월현황 .25 

한송석 한태진 허우진 흥성극 홈정핵 황병판 황인식 

황창헌 최정필 최정원 김익산 민흉기 서용원 류융철 

이총준 검수진 김헌태 유성식 정기린 김권일 김푼석 

김지혜 박근석 박용주 이재호 이학민 장진석 주창우 

현준섭 

2학기 

껴| 석사 박사 겨| 

7 7 
9 6 
5 5 
5 5 

12 5 
8 9 
6 4 
5 8 
2 2 
2 4 
1 3 
2 3 

23 19 
18 14 
14 11 
15 9 
10 6 
- . 
5 2 
8 11 
8 2 
6 4 
6 9 

11 5 
12 7 
13 14 
13 11 
9 3 
2 2 
2 5 
3 4 
2 5 
5 5 
l 

17 15 
20 22 
19 9 
31 15 
4 
5 2 
경 9 

갖었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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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01 내 과 학 및 실 습 12 

801.302 일 반 외 과 학 및 실 습 4 

801.303 산후인파학및실습 6 

801.304 소 아 파 학 및 실 습 6 

없1.305 갱 신 과 학 및 실 습 4 

3학년 801.306 정 형 외 과 학 및 실 습 3 

801.308 취 과 학 

801.309 방사션과학및실습 3 
801.310 핵 의 학 l 

801.311 임 상 총 흔 1 

계 41(10과목) 

801.417 마 취 과 학 실 슐 2 

801.431 임상약리학·영양학 

801.432 의 공 학 

80μ34 잉상의학총합평가 2 

801.435 신 경 과 학 및 실 습 3 

801.436 며 부 과 학 및 실 습 3 

801.437 흉부외과학및실습 3 

801.438 신경외과학및실습 3 

801.439 비 뇨 가 과 학 및 실 습 3 

801.440 이비인후과학및실습 3 

4학년 801.441 안 과 학 잊 실 습 3 

801.442 성 형 외 과 학 및 실 슐 3 

801.얘3 임 상 병 리 학 및 실 습 3 

801.찌4 재 활 의 학 및 실 습 2 

80].445 치료방사선과학및실습 2 

801.446 지역사회의학및실습 2 

80].447 용 급 의 학 및 실 슐 2 

801.448 가 정 의 학 및 실 습 

801.449 의 료 판 리 학 

801.450 사 회 와 의 사 (생명훈) 1 

계 44(찌과목) 

• 801.201(병리학 및 실험)， 802.203(미생용학 및 실험)， 801.216(예방의학 및 실험2) 2학년 재수생융 위한 빼지 유보 

과목엄 . 

• 801.430(법의학 및 의사법규) 4학년 째수생융 위한 폐지 유보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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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과목명 j-i-1‘ 저 C그 담당교수 

산 -irj 인 과 학 태 아 의 학 3 신 회 청 외 

-까‘、- 아 과 학 7 :I-. 산 기 학 3 김 병 일 

정 신 과 학 노 년 청 신 약 물 학 륙 강 3 우 총 인 

신 경 과 학 풍 신 갱 학 여‘- 습 3 쳐‘ 범 석 

피 11- 과 학 광 선 의 학 3 용 재 일 

생 형 외 과 학 성형외과학환야의생쳐l 공학 3 。l 윤 호 외 

정 형 외 과 학 정 형 외 과 채 료 학 3 최 인 호 외 

흉 1 닙- 외 과 학 。l 총 폐 이 식 혼 3 깅 용 진 외 

신 정 외 과 학 뇌 총 양 학 3 갱 회 원 

비 뇨 과 학 비 뇨 기 과 학 혹 흩 3 액 재 숭 

이 비 인 후 과 학 난 챙 유 쳐‘· 학 3 김 광 현 외 

안 과 학 안 수 슐 합 명 충 3 팍 상 인 외 

진단방사션과학 복 11- 방 사 λ‘i 과 학 3 한 측‘- 구 

자 기 풍 명 분 광 법 개 혼 3 청 진 육 

취 과 학 심 장 c~ 취 3 김 종 성 

갱 사 의 학 포 며‘- 역 학 및 싱 슐 3 박 명 회 

채 활 의 학 호 홉 기 질 환 의 재 활 3 한 태 윤 외 

치료방사션과학 임 상 방 사 선 물 리 학 3 박 찬 일 외 

핵 의 학 양 전 자 단 총 활 영 3 청 준 기 

가 정 의 학 임 상 항 노 화 의 학(기본편) 3 허 용 렬 외 

면 역 학 기 초 연 역 학 용 3 박 성 회 

B 세포분화및발달륙강 3 이 왕 채 외 

분자총양의학 두 경 부 총 양 외 과 실 슐 3 성 명 훈 

~ 아 씌 종 양 폭 강 3 신 회 영 

혼자유전체의학 분 자 세 포 생 물 학 총 흔 3 박 도 춘 

단 백 철 체 학 연 구 방 법 3 김 영 ,‘-

줄 기 세 포 생 물 의 학 3 죠 태 준 

인 체 벌 환 분 자 병 인 혼 3 정 진 호 

뇌 신 청 파 학 대뇌챙각신경계의가소성개흔 3 이 광 우 외 

방사선용용생명과학 의 용 방 사 선 생 를 학 3 김 얼 한 

방 사 생 의 약 품 개 방 홀 3 청 재 민 

총 양 생 물 학 디 지 털 의 학 영 상 처 리 3 김 종 효 

종 양 전 。l 3 깅 우 호 

임 상 약 리 학 분자세포생물학개용 1 3 구 자 욕 외 

약물역학폭혼및시판후조사사례연구 3 권 준 ~‘. 외 

입 상 시 헝 자 료 처 리 홀 3 신 상 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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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산 부 인 과 학 여 성 생 식 생 리 학 3 신 회 철 

산 부 인 과 초 용 따 학 3 신 회 챙 

~‘- 。} 과 학 ~‘- ~‘ 화 기 학 3 서 갱 기 

정 신 과 학 갱 신 분 석 학 뭉 헌 강 독 3 정 도 언 
신 경 과 학 신 청 질 환 의 분 자 척 기 초 3 김 만 호 

피 부 과 학 모 발 생 훌 학 3 옹 회 첼 

신 경 외 과 학 -까‘、 아 신 경 외 과 학 3 ::ï‘ζ- 병 규 

정 형 외 과 학 세포륨이용한판절연골손상치료륙강 3 명 챙 

팔 조 직 의 혈 뺑 3 김 회 중 

성 형 외 과 학 01 째 7 }‘- 숭 학 3 。l 용 효 

흉 부 외 파 학 싱실보조장치및인공장기특강 3 김 용 진 

이 벼 인 후 과 학 비과학분야의용자생용학실험법 3 검 팡 현 

l:ll 뇨 기 과 학 l:ll 뇨 기 과 총 양 학 3 。l 상 옹 

요 로 결 석 충 3 김 현 회 

안 과 학 전 신 병 과 긴 ‘ f 3 김 동 명 

진단방사션과 션천성기형의방사선과학 3 김 우 λ‘세-

영 상 진 단 비 교 평 가 론 3 김 숭 ~ 
취 과 학 쳐」 신 취 과 학 3 김 회 -ιr‘ 

외 래 환 자 마 취 3 박 종 .!f-
핵 의 학 추 척 자 동 역 학 과 용 용 3 이 동 수 

가 갱 의 학 영 양 의 학 기 본 연 3 허 용 혈 

방사선총양학 방 사 선 생 률 학 특 롤(거대분자)2 3 박 찬 일 
채 활 의 학 보 훈 석 학 3 한 태 흉 

겁 사 의 학 임 상 화 학 실 습 3 김 진 규 

용 급 의 학 충 독 학 3 서 길 준 

며‘- 역 학 알 꽤 근 기 학 론 3 김 유 영 

연 역 역 재 치 료 의 연 구 3 하 종 현 

임 상 연 역 학 흔 3 김 유 앵 

뇌 신 경 과 학 운 동 조 절 신 경 생 리 학 3 전 벙 석 

뇌혈관질환임상연구개흔 3 윤 병 우 

분 자 총 양 의 학 방사션동위원소이용암치료흔 3 정 채 민 

암외생물학척치료의이해 3 허 대 석 

분자유전체외학 유 전 자 및 세 포 이 식 요 법 3 박 성 섭 

분 자 세 포 의 학 각 흔 3 검 영 수 

분 자 유 전 체 의 학 특 강 3 박 경 한 
기 놓 유 전 체 학 세 미 냐 3 처‘- 양 숙 

방사선용용생명과학 방 사 선 약 물 동 태 학 3 。l 홍 수 

의학영상에서의컴휴터보조 3 김 종 효 

종양생물학협동과갱 암 유 전 체 학 연 구 기 법 3 정 준 효 

총양의유전자발현과죠절 3 융 흥 턱 

임상약리학협동과정 분 자 약 훌 유 쩌‘- 학 3 신 상 구 

혹수환자집단의정척약율요법 3 신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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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 kj: 지휠기관 사 업 영 과채수 금액(천원) 비훌%) 

암 정 복 여‘- 구 20 841 ，αm 

보건의료(협동，위탁) 27 1 ，614，휘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독기초중첨공휩 34 2,133,750 15.75% 

보건의료(륙갱센터，우수핵심) 11 1,984,789 
r 계 92 6,573,987 

산 업 기 반 기 슐 3 380 ，αm 

교외연구비 산 자 부， 갱 용 부 IMI깅α)() 2 105;αm 

정보용신부 환 경 부 240，'α)() 
1.74% 

I 

계 6 725，'αm 

지 정 용 역 19 534,700 

기 타 위탁·협흉·용역풍 36 1,857,955 5.73% 

계 55 2,392,655 

합 계 343 21 ,785,168 52.19% 

@의과대학의 기관 

구 톨 지원기관 사 업 명 과제수 급액(친웬 비훌%) 

BK21 10 332,524 
의 학 여‘- 구 원 16 2,303,524 
간 어‘- 구 ~‘ 10 200 ，αm 

BK21 , 
신체계측신기슐연구생터 6 560，'αm 12.5껴6 

의학연구웬외 
노화및세포사멸연구센터 8 852,600 
약 물 유 전 셰 사 업 단 7 1α)() ，α)() 

계 57 5,248,648 
집 중 육 생 25 7501α)() 

일 반 여‘- 구 52 6341αm 

신 진 연 구 6 120，'αm 

기타 연구비는 
서융대학교 

삼 성 기 부 -6" 42 970，αm 

임상시험연구 기 업 수 탁 129 5,154,004 2% 

비포함 
병 원 

갱 부 출 연 연 구 비 14 1,935,000 
P M s % 750,717 
바이오이총장기사업단 3 1,578,520 

계 ?!J7 11 ,892,241 
집 중 육 성 5 150，'α)() 

일 반 어‘- 구 14 1401αm 

분당서융대학교 신 진 여‘- 구 3 60,000 
6.14% 

병 현 기 업 τ 」‘- 탁 59 1,266,334 

갱 부 출 연 연 구 비 7 946，1αm 

계 88 2,562,334 

보 라 떼 병 원 16 251 ,953 1.26% 

합 계 528 19,955,176 47.81% 

총 계 871 41 ,740,34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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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교수 개인당 연구비 수주 금액별 분포 
(단위 : 명) 

;5 ~ 
2α)3년도 2004년도 

인원 누적계 인원 부적계 

10억 이상 4 4 2 2 
5억 이상 9 13 16 18 
3억 이상 23 36 26 44 
2억 이상 18 54 24 68 
l 억 이상 54 108 42 110 
5천만원 이상 47 155 45 155 
3천만원 이상 32 187 42 197 
2천만원 이상 25 212 38 235 
2천만원 미만 40 252 66 301 
O씬 112 364 108 409 

밍 교수 1인당 평균 과제수 및 연구비 

분 류 
2003년 2004년 

과제수 글액(천원) 과제수 급액(천원) 

전 쳐l 2_1 109,143 2.13 102,055 
기 초 2_6 196,846 2_l6 172,431 
임 상 2.0 85,613 2.12 82,761 

댐 과제당 평균 연구비 급액 

분 류 
2αg년 2004년 

과제수 금액(천원) 과제수 금액(천원) 

져‘- 체 n5 51 ,262 871 47,922 
기 조 202 75,035 190 79,863 
임 상 573 42，잃1 681 3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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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부학교실 (Department of Anatomy) 

띠 敎室률名單 

主任敎授 •• 益
敎 홉 .m土先 車훌홈 좋톨빼 홈흉i양 

李11.8

I~ 敎 홈 ~훗- 朴훌~ 

助 敎 授 李Jl(뺏 申Jl(훌b 

名 1톨 敎 授 李明월 白相훌 랬家. 

助 敎 박상욱 주갱민 김풍운 이세정 

밑 훔 主 *fiI 박성제 
훌홈技術.Iè 김인판 
• 能 • 김진영 
뼈成 •• 훌흥숭복 
lJf ~ .. 김지용 김영인 강재송 
大 훨 院 生

a를 土 - 年 박성정 박상범 청지용 문가회 
김하나 

뻐 土 二 年 장재혁 전종온 이세갱 조미앵 
주준범 

빠 土 - 年 이수주 합은실 김솜녀 이경운 

@학회임원휠동 

직 글 성 명 학 회 

교 7 ι‘- 조사선 대한해부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신경과학회 (SFN) 

명 

N하livcs of hist이。gy and cytol앵Y 

Anatomical S깅ence Intcmational 

1t 土 = 年 임소영 주경민 방회재 조성진 
최회춘 오근회 권갱이 노가화 
검영석 

1t 土 修 7 김동운 김민규 

입 主훌홉IJJ훌I를 

<D충 론 

2004년 5월에 이왕재 교수가 연구부학장에 엽영되어 

업푸홉 시착하였고， 황영일 교수가 실험풍훌실장에 임 

명되어 업무훌 시착하였다. 뼈4년 5월 이병란 교수가 

주임교수직을 사임하였고， 2004년 7월 차충익 교수가 

후입 주임교수에 임명되이 업무률 시작하였다. 

조A낸교수는 독일 Dannstadt University 신갱생물학 

연구실에서 reaggregate cukture 방법에 의한 신경계분 

화에 대환 단기연수흘 다녀왔다 : (2004. 10. 20-11. 20) 

@인사사항 

직 물 

부 교 수 

정 

직 위 

회 
Edj(orial board 

Edl(onal tx찌rd 

비 고 

교무부학장보 연함 

풍물실장 임명 

일 자 

사 

사 

원 

Council member 
Asian-Pacifìc Society of Neurochemis며1 

교 수 차충익 대한해부학회 사 

대한생화학，훈자생훌학회 。l 사 

대한체질인류학회 。l 사 

미국 Society for I"\euroscience 쟁 희 원 
교 4 황덕효 대한혜부학회 。l 사 

대한채질인휴학회 갱 회 원 
한국전자현미청학회 갱 회 원 

교 수 이왕재 대한연역학회 면 집 인 2002. 10 

미국연역학회 정 회 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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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논 n Ci: 목 일 자 지도교수 

이상혁 흰쥐 펴하수채 앞엽의 소표혈세포에서 metal!αhionein의 방현에 관한 연구 2004. 8. 박정한 
죠미행 흰취 뇌히수체에서의 Kα와 I\CIα mRNA의 발현애 관한 연구 2005. 2. 박경한 
오소미 Synerglstic antirumor effect by co-treatmem of SLC-Fc and CpG-ODN ln 2005. 2. 이풍섭 

tumor immunotherapy. 

@와부대학훌강현횡 

대학명 교 과 목 학기 강의시간수 참여교수 

성균관의대 신 경 혜 부 학 6 초사선 
강 원 의 대 해 lf 학 13 조사선，박경한 

신 경 해 부 학 2 8 초사선，박정한 

E낌 훌R휠홉IJJ훌I흩 

φ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o 
1r 논

 

1. 서재훈， 조사션. 닭 배자 망막에서 회소률기아교 새포의 
기원. 대한해부학회지 37권 5호 411-418, 2004. 

2. 어1 앙i ， Surh CD, Cho J-J, Lec D-S. Anùgen 
nonspec퍼c dcaù1 of immaturc thymocyrcs. Immune 
I\etwork 4: 81-87, 2004. 

번호 。I 

3. oh KH, Kim YS, Cho J-J, Lee 다S. Role of T 
lymphocytes in the pathogcnesis of ex야피1ental lupus 

ncphriùs 1m J Oral Biology 29:59-66, 2004. 

@ 국재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r o 

긴: 논
 

1. Jeon GS, Kang TC, Park SW, Kim DW, Seo JH, 
Cbo SS. Microglial re야X>rlses in the avascular quail 
reùna fol1owmg transection of Ù1e 0뻐c nerve. Brain 

Res. 2004 oct 8;1023(1):15-23. 
2. Jeon GS, Shin DH, Cho SS. Induction of transcripùon 

factor c-myb exprcssion in reactive astrocytes fol
lowing intracerebroven-tricular kairúc acid injection in 

mαJSC hipp<>C'dmpus. Neur∞d Lett. 2004 Apr 22;360 
(1-2): 13-6. 

3. Jeon GS, Park SW, Dong W，α)11 따m， Je H∞n Seo, 
JaeyαJng Cho, 50 Young üm, seα19 αx>k Kim, S3 
Sun Cbo Glial expression of the 9Q-kOa heat shock 
ααein (HSP90) and the 94-때a gluαlSC-rcgulated pro

tejn (GRP94) fol1owing an exd~αo잉c lesion in the 

mαJSC. GUA 2004. 48: 250-258. 

번호 논
 

4. Shin DH, Lee E, Kim J, Bae SR, Chung YH , Kim HJ, 
lι~ MH, Cbo SS. Di뼈bution of heat shock protein 

108 rnRNA during ‘he dcveloprnem of Ù1e chicken 
brain. I"eurosci Leu. 2004 370(2-3):14ι5. 

5. J∞ KM, Chung 까-1， Shin CM, Lee η， 으쁘으.R앵때F 

S야cifìc alterations of neuronal nitric oxide 앙nÙ1ase 

(nNOS) expression in the amygdala of the aged 1쩌. 

Brain Res. 2004 Mar 5;잊η(2):231-6. 

6. Chung YH, J∞ !엄， Lce η， Shin DH, 댄L되. 
Rea띠ve astrocytes express P‘뼈P in the æntraI nervous 

SYStαn of SOD(G93A) transgenic núce. Bram Res. 2004 
Apr 2;1003(1-2):199-204. 

7. Chung YH, J∞ KM, Lee YJ, Shin DH, 드뇨3 CI. 
Postnatal development and age-related chan양s ín Ù1e 

distríbution of 띠비c oxide synthase-immuno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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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 영 규 격 저 지 흩뀐사 비 고 

망생학 요점갱리와 역서 고기석， 김대중， 박매자， 이갱훈， 신홈에드써이언스 2004년 2월 

문채집 훌뾰윌 
연역조직화학기법 개청4판，역서 김용선， 배용철， 액선용， 석대현， 법 문 사 2004년 8월 

신동훈，최인장，훌멸윌 
Sobotta 13판， 공역 발경효， 훌멸월 외 31명 신흉애드싸이언스 2004년 4월 
원씩인체혜부학 

혜부생리학입푼 2판， 공역 발컬효， 한장회， 박01자， 김대충， 범 문 사 2004년 8월 

황송준， 김홍태， 박갱현， 이석호， 

장성익，갚좋잎 
때심입상해부학 2판， 공역 발쩔화， 이화영， 을 효， 박갱현， 법 운 사 2005년 1웠 

박갱효， 황태선， 이영일， 갱용용， 
손혐준， 김대중， 황송훈， 김명주， 

장인엽，조숭묵，좌효일 
스뺑 임상신경빼부학 수정5판， 공역 앞철효， 박정현， 손현준， 이경훈， 신흥때드싸이언스 2005년 2월 

이영일，장인엽 

표
 -

t-


국
 
-뽀
 

@ 
-

b‘ 논
 

。
-
ι
 1. Cbo SS, Exprcssl00 and putaúve roIe of lransferrin 

binding protein in avian cenlral nervous system. 

2004. Ky()(o, )apan. Aug 22-27. Spedal lecture. 
2. Kim, DW, Park SK, Y∞n )S, Park SW, )eon GS, seo 

)H, Cho SS. Development of macr，앵l써I cells in the 
ChlCk φtic tectum. 2004. Ky()(o. )apan. Aug 22-27. 

3. )eon GS, Pa rk SK, Cho SS. Glial exprcssion of beat 
shock protein 90 and gJu∞se πgulated prαein 94 
following an excit()(oxic lesion in the mouse hipα〉
campus. 2004. KyαO. J3p'àn. Aug 22-27. 

4. jeon GS, Park SK, Cho 5S. Delayed glial expression 
of interleukin-18 and Its receptor following an exd
I여。잉c lesion in the mαJSe hippocampus: interac
lÎOns with interlcukm-1beta. 2004. 까le society for 
Neuros잉encc， Sandiego. 34며. Nov 12-16. 

5. Park SK, )con GS, Cbo SS. Inductíon of lra따oip

tion factor A-myb and B-myb expression in reactive 
astrocytes following an 앉띠lα。xic lesion in the 
mαJSe hippocam뼈. 2004. 끼le Sociery for I\eu~ 

원ence. Sandiego, 34rd. Nov 12-16. 
6. Seon Young Nam, Hye Seung Lee, Jieun jung, Sung 

)in Cho, Min Kyu “m, W，∞ Ho Kim, ~앨!!&....브E 
단용. Activaûon of 빼tIP뼈 압 associated with cli미@ 

pathologic va꺼ables and prognosìs in human 얽S띠C 

can∞f. (Ame끼α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번호 논
 

a 
E 

95th Annual '"놨ting. 2004.03.낀-31. 포스터). OrIando, 
티。rída. 

7. Sung )in Cho, 않on Young N따n， Myeong j.Nam, 
w∞ H。 κm， ~vun2 Lan Lee. The role of 1\'F-kB in 
doxorubicin-induced apoptosìs in human 뽕S띠C 

caOCCf cclls. (American Assodation for Cancer Re
SC3π'h 95th Annual Mec잉ng. 2004.03.27-31. 포스터). 
OrIando, Florida 

8. Min Kyu Kim, Seon Young Nam, W，∞ Ho 때m， 

Bvun2 Lan Le~. Role of PKB/ Akt in the normal 
bladdcr cell line, SV-HUC-l. (American Association for 
CaflCer Resea띠1 95th Annual Meeting. 2004.03.27-31. 

포스터). Orlando, Flor넙a. 

9. Min Kyu Kim, jieun jung, Sung )in Cho, seon Young 
!l:am, W，∞ Ho Kim, J!vun2 Lan 1~ Overcxpression 
。f PKB/ Akt decreascd cell number of the human 

bladder cell line, SV-HUC-l , 06th Jmemational 
Congress of the Jntemational Federaúon of Associ

ation of Anaωmìsts. 2004. 08. 22-27. 포스터.) Ky，α.0， 

Ja때n. 

10. Scon Young Nam, H. S. 냐e， ~vun2 Lan 야e. Con
stitutive NF-kB acúvalion corrclates with clinicopatho
)ogic featurcs and progn∞is 띠 human gastric cancer. 
(16lh Jntemational Congrcss of the lmemational Fed
craûoo of Ass∞ation of Anator피stS. 2004. 08. 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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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임원활동 

직급 싱영 학회명 직위 잃지 

교수 김기환 환국평활근학회 간 사 
기초의학협의회 회 장 

엄융의 

김전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장 
호현정 기초의학협의회 총 무 

@ 교실행사 

일자 내용 

2004.10.2용19 PioneelS in Physiol앵ícal Research and ChaUenges 
for 21st αnru깨 Physiolog없 

rn 敬育現況
φ 학사과정 

교과목 강의시E싸{실습) 쿼터 학기 학년 

호홉기학 

소화기학 

4 
4 

2 
2 

의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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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혁명 교과목 학기 시간수 칩여교수 

가천의대 생리학 48 김기환， 엄융의， 김 전， 효현경， 
서인석，이석호 

2 25 김기환， 엄융의， 김 전， 서인석， 

이석호 

E김 흙究現況 

m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
ι
 

。
-
ι
 

논
 

1. Kirn YC, Lee S), Kim KW (2004) Effeas of pH 00 
vascular ωne in rabbit basilar arteries.J. Kor. Med. 
Sci 19(1): 42-50. 

2. ' Kirn B), Park Y), Park DJ , 50 1, Kirn KW (2004) The 
effect of 앙\re피1 on Ca2

' concenlration in thyroid 
FRn-5 cclls. Kor. }. Physiol. Pharma∞，1 8: 195-200. 

3. Jin NG, Jm YR, 50 1, Kim KW (2004) Helicobacter 
pylori vacuolating toxin exhibits polar actl씨l)' of cr 

번호 논
 

용cretion and 앞。e~αy r용ponse lO catbachol m 1"84 
ceUs. Kor. J. Physiol. Pharma∞1. 2004; 8: 용9-293. 

4. Eri Nakamura, Kyu Pi! Lee, Insuk 50, Ki Whan Kim 
and Hik뻐 Suzuki (2004) Effects of endogenous and 
cxogenαg 띠띠c oxide on electrlcal responses of 
ciπular sm。아h muscle isolated {rom the guinea.pig 
stomach antrum. }. Snκαh Mu싫'e Rcs. 째(4&5): 

183-198. 

@ 국제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Z 

1. Youm J8, Eann YE, Ho WK (2004) Modulation of 
}正RG channel inactlvalion by extemal αItiOns. Eur 
Biophys J 33(4):360-9. Imp:lct Factor- 1.917 

2. )ae Ycoul )un, Seok Choi, Cheol Ho Ycum, In Youb 
Chang, Ho Jin You, Chan Kuk Park, Man Yoo Kim, 
ln Deok Kong, Min Ji Kim, Kyu Pi! 냐c， Insuk 50, Ki 
Whan Kim (2004) Subs띠ncc P induces inwJ떠 

current and reg내ates pacemaker 미rrents through 
tachykinín NKl rcceptor in cultured interstitial cells 
of Cajal of murlne small mtestine. European JoumaI 
。f Pharmac이앵y 495 (1):35-42. lmpact Factor-2.432 

3. Jun jY, Choi S, Yeum CH, αang IY, Park CK, Kirn 
MY, Kong 10, 50 1, Kim KW, You HJ (2004 Feb) 
Noradrcnaline înhibiLS pacernaker αrrenLS through 
stimulalion of bl-a이enoceptα'S in culrured intc때없l 

cdls of CaJaI frαn murine small intesunc. Br J 
P뼈rma∞I 141(4): 670-6꺼. Impact Factor-3.325 

4. Han J, Bae JH, Kim SY, Lce HY, Jang BC, Lee IK, 
cho CH, Um JG, Suh SI , Kwon TK, Park jW, Ryu SY, 
Ho WK, Eann YE, 앓19 DK (2004) Tau꺼neincreases 
g1ucosc scnsitivil)' of UCP2-overexpressing lbetal-cells 
by amelioraω1& rnít어g빼al rreta∞lism. Am J Phy피d 
Endocrinol Metab. 287(5):El00용18. Impaα Factor-
4.431 

번호 논
 

g r 

5. Y∞n π， Ahn SH, Oh H, Kim YS, Ryu SY, Ho WK, 
and Lcc SH (2004) A novel 얘. channcl ago띠SI ， 
dimcthyl lithospcrmatc B, slows Na' current inactiV-Jtion 
and increases action polentiaJ duration m 압olated ral 
vem꺼αlar myocγtes. Br J Pharmacol 143(6):765-73. 
Impaα Factor-3.325 

6. Lcc SY, Choi SY, Youm JB, Ho WK, Earm YE, Lcc 
CO, JO SH. (2004) Block of HERG Human K' Channel 
and IKr of Guinea Pig ca떠iomyocytes by Chlor
ααnazine. J. ca떠lOV3SC PharmaCOI. 43(5):7~714. I~ct 
Faα。r-l.576

7. Lce SH, Sohn jW, 찌10 SC, Park WS, Ho WK (2004) 
니. enhances GABAer밍c inputs 10 granuJe ceUs in the 
ral hipκx::ampal den띠te gyrus. Neuroph3J까13∞l앵Y 
46(5):6혔~. Imp:lct Factα"3.734 

8. Kim A, Bae YM, Kim J, Kirn B, Ho WK, Earm YE, 
Cho SI (2004) Direα block by bisindolylmaleimide of 
the voltage-dependcnl K(+) currenLS of rat mesenlcric 
3rterial smoαh muscle. Eur J Pharma∞I 12;483(2-3): 
117-26. lmpact Fact<α"'2.432 

9. 냥c KP, N와<amura E, 50 1, Kirn KW Suzuki H (2아>4 
SePl) Rolc of prQ(cin 때nase C in lhe exdtalory acuon 
。f cholinergic nervc stimulation on spontancous 
actlvil)' of ciπular smooth musclc isolated from the 



생리학교싫 .49 

성명 학획명 제목 일자 비고 

Byung J∞ Kim, 1 S。’ Biophysical TRPM7 싫 a ca때ldate for lhe Nonselective 2004.2.14-18 포스터 

K. W. K1m Society, 4&h CatJon Channel in Interstitial Cel뇨 of CajaJ(lCCs) 

AnnuaJ Meeting, from Murine SmaJ1 Intestine 
BaJtimore, 
Maryland 

Ryu SY, Lee SH, Yoon The 1회1 R어e 0{ mi~αh여ria in the generation of meta- 2α>4.5.7-8 포스터 

)Y, Kim DK, Ho WK fαleration M!eting bolic 05CiUatìons during simulated ischemia in 
of Kaαn &l외C ventrìcular myocytes 
rredkine Scier피sts 

50ng YH, cho H, 냥e 까lC 1찌1 Hy이ogen peroxidc stimulatcs ιtype ca Currents 2004.5.7-8 포스터 

SH, Y∞n π， Ho WK fec뻐õltìOO .Meeting via cytoskelctal rcarrangements in rat ventricuJar 
ci Kcrean 뼈외C myocytes 
rredkine scier피sts 

냥e D, Lce )Y, Ho 끼lC l회1 Subcel1ular 뼈nbuuon of thc NCKX2 in hlppo- 2004.5.7-8 포스터 

WK, Lee SH federatiOn N없ing campal neurons in cuJture 
ci Korean Ba회C 
!TlI최icire s<쏘ntists 

Kim 싸i， cho 뻐， 끼lC 12th Pr용ynaαk caldum c1earence mechanísrns at a 2004.5.7-8 포스터 

Park KH, Lee SH, Ho federa때1 Meeting fast ccntral synapsc 
WK, L얹 SH of Ka없n &sic 

rredicire Scier피sts 

이석호，손종우，호원갱 까lC 12th 신경하수채 신경말단에서 protein kinasc C에 의한 2004.5.7-8 포스터 
federation Meeting 분비과립의 동원 현상 
of Korean Basìc 
rr빙icire Sciertists 

Jae Boum Youm and 까le 43떠 Annual SimuJation M여el 0{ Atnal Action P이entìa1s 2004.5. 1까21 구 연 

Yung E 훨rm CoI놔er영1CC of Rolc of Stretch-actjv3ted channe1s on intraccJ1ular 

Jananese Society calcium and eJectrical activities 

Nan Ge Jin, Jung 재13차 IY81149, a novel P-type plαon pump i바libitor， 2α>4.7.3 포스터 

Mogg Kim, Hyun Chae 한국평활근학회학 inhibits Heliαlbacter pylori vacA to잉n induccd cr 
)ung, Insuk 50, Ki 슐대회(한일 current 띠 AGS cclls 
Whan Kim 심포지용) 

Yung E 답rm 쩨13차 Endolhe피1-1 acts via pr'αein 때nase C to 비ock 2004.7.3 포스터 

한국명활근학회학 K，.;π channels in rabbit ∞rona깨 and p띠monary 
술대회(한일 arterial smoolh musc1e cells 
심포지용) 

Won sun 없rk， )ae-Hong 채13차 Distributìon and M여띠ation 0{ inwa며 t띠ìer 2α>4.7.3 포스터 

Ko, Eun A Ko, Youn 한국명활근학회학 pcxassium channels in rabbit ∞m따ry arter때l 

Kyung Son, Hyar쟁 Ae 슐대회(한일 sm∞th musde cclls role 비 endαhelin-1 
Lee, Y띠lS E 당rm 심포지용) 

Young Chul Kim, Sang 제13차 R앵비ation of 째scular tone in cerebral arteries 2004.7.3 포스터 

)in Lee, Ki Whan Kim 한국평활근학회학 
술대회(한일 

심포지용) 



성명 학회명 

W'S Park,]H Ko, I잉 56th Annual 
P'.:lrk, YK 앓1， I어 닮m， 1 Meeting of the 
KA Q13, EB &1앙， HA IKorean 
l.ee, 잉 뻐n， YE 당nn IPhysio(c갱ical 

Soci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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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 

ET-l i비libilS inward rcctifìcr K+ channel in rabbitI2004.10.14-15 
∞ronary arterial sm∞th muscle ceUs through 
protein kinase C 

비고 

포스터 

DK Kim, 에 Kim, J 156m Ann때1 IEn뼈ncement ci intrinsic exdtability in deepl 2004.10. 14-15 1 포스터 
Kim I Meeting of the I dorsal hom neurons 

Korean 
Physiological 
Society 

Mei Hong Zhu, Insuk 156th Annual 
So, Ki Whan Kim I Meeting of the 

Korean 
Physiological 
Sociery 

뼈n Tae 뻐n， 버ungJ∞ 1 56m Annual 
&π se앵 。llIrl K 'MXl, 1 MeetlJ1g of thc 
[h'8-Soo Yeoo, Insuk I Korean 
So,Ki 뼈1:1n Kim I Physiological 

Society 
Young Ch비 Kim, Sang 1 56th Annual 
Jìn Lee, Wcn-Xie Xu, I Meeting of the 
Ki Whan Kim I Korcan 

Physiological 
Society 

빽이연， 유지은， 김 전， 1 56th Annual 
청송준 1Mι꼈띠g of the 

Korean 
Physiological 
Society 

홈연화， 김용해 , 이지은， 156th Annual 
조철만， 안상미， 김 전， 1 Mecting of the 
용수용 I Korean 

Physiological 
Sociery 

염채법， 이영숙， 김나려， 1 했h Annual 
주 현， 당방청， 강성현， 1 Meeting of the 
김현주， 문혜진， 이현숙， IKorean 
박영식， 김의용， 한 진， 1 Physiological 
엄융의 1 Sociery 
진윤주， 김전， 오우택， 1 56th Annual 
서창국， 팍지연 I Meeting of thc 

Korean 
Physiological 
soc원y 

Dcsensitization of C3nonical tr.:lnsient receptor 12004. 10.14-15 1 포스터 
pαential ch없mel 5 (TRPC5) protein kinase C 

The eff∞S of C31m여ulin on canonical 없nsient 12004.10. 써51 포스터 
tt.'ceplor poten뼈 channcl 5 (깨PCS) 

Na'-activated K' conductance in gastrointestinal ! 2004.10. 14-15 ! 포스터 
trJα 

까le a띠‘낀tion of me!aooropic glutamate rcceplorl2004.10.14-15 1 포스터 
detemúnes the direcùon of syna이JC plastidry of 
대t substantia gelatinosa ncuron 

까lC activation of glial glu띠nlate receptoπ ir얘uces 12004.10.14-15 I 포스터 
of immediate-early gcncs and typical glial acti-
vation proces똥s in microglial αlls 

Simulation study on thc mechanism of thel2004.10.14-15 1 포스터 
increase in caldum 띠nslcnlS dunng mechanical 
stretch 

Oxidation of extraccllular sulfl1ydryl residues by 12004.10.14-15 1 포스터 
thìmerosal decreases TRPVl aαj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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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 연구채옥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서인석 깨pv6톨 용한 칼숨이홍에 관한 연구 2004.12. 1-2005.11.30 ’04선도연구자지원 학슐진흥채단 
사업 

장운동에 있어서 일과성수용체 천압 이용통로 2004. 4. 1-2005. 3.31 ’04병현집충육생연 서율대학교병현 
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구사업 

이석효 시냉스 칼슐조절 단백질에 의한 시냉스 가소성 2004. 4. 1-2005. 3.31 ’04.프흔티어 과 기 11-
조철기전 연구 뇌기능연구사업 

김성준 전업선 신정내붐비세포의 액소사이토시스 조절 2004. 5. 1-2005. 4.30 ’따보건의료기숨인 보건북지부 

기션 프라개발사업 
인산빡 지질에 의한 빼포 포타숨 이용용로의 2004. 7. 1-2005. 6.30 l여신진교수연뺀구λ사}엽 학슐진흥채단 

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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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싱내용 

수상자 시상명 

한국 로혜알 여성과학자상 

시상기관 수상일지 

2<X껴년 5월 묵인희 여성생명과학포럼 

@학회임원훨동 

직굽 성명 학회 활동 일지 비고 

.ii!ι -Jr} 갱흥근 대한연역학회 이사 2001. 6-현재 
교 수 박상철 국채 액세인 연구단 의장 2004-2006 
교 수 박상철 국국제운동생화학회 차기회장 2α)4-2αl6 

교 수 박상철 국채노년노인병학회(IAG) 유치위원회 부위현장 2<X>4-현재 
교 수 박상철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부회장， 회장 2<X>4. 1-혐재 
교 수 박상철 국채노화학회 (Intemational Association 회장， 2α)(). 1-현재 

of BlomedicaJ Gerontology) 운영위원회위원장 
교 수 박상철 과학기슐단체총연합회 。l사 2002. 1 -현재 

교 수 서정선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부회장 2<X>4. 1-)2 

교 수 서청션 한국유션체학회 차기회장 2<X>4. )- 12 

교 수 서정선 한국유전체학회 면집위원회 편집위원장 2003. 1-현재 
교 수 서갱선 한국생화학분자쟁물학회 이사 2α>4. 1-12 

교 수 서청선 한국과학기술한립원 갱회원 2003.11-현재 

교 수 서정선 대한민국의학한립원 제1분과 위원장 2<X>4. 4-현재 
교 수 전용생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위훤장 2<X>4. ) - 12 

태M SCI 관리위원회 
교 수 전용생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의원 2004.1-12 
TB-」-ι，1 ι‘- 륙인회 대한치매학회 ‘ 편집위원 2003-현째 

부교수 묵인회 한국환자세포생용학회 연집위원 2003-현채 

-→』」-‘i!T 융흥덕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운영위원 2005. )-현재 
조교수 융흥덕 대한암학희 연집위원 2<X>4. 7-현재 
조교수 융흥덕 한국유전체학회 연집위원 2004. 3-현재 

@ 기타 봉사활동 

그
므
 수
’
 수’
 스’
 

i<}’

지
「
-
교
 교
 교
 교
 

성명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서정션 

용시필동 

학술진흥재단 의약학위웬회 위현장 

전남 곡성군 명예대사 

기초기슐연구회 평가단장 
한국 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사， 자문위원 



@외부대학 훌깅현횡 

대 학 

제주외대 

가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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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
爛
 

懶

학기 

1, 2 

E낌 맑究i홉l1J훌I를 

@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C그 

tr 

1. 팍충실， 엄수진， 김성얘， 박상철， 이미숙. 한국산 메밀， 
수수， 기장， 융우의 항산화효과 및 연변이 억채효과. 한 

국식홈영양학회지. 

2. 박상청， 조경아， 장익순， 김경태. 노화의 Gate Theαy. 
분자생흩학뉴스. 

3. 박상션. 노화개념인식 전환과 기능척장수 대한의사협회지 

번호 논
 

g 
Z 

4. 50 JO, Huh )Y, Sìm H), Kìm JW, Na OR, Lee PH, 
Jung SJ, Park M, J∞ 1, Song MS, Kìm YH, M∞k-Jung 

1. (2004) Measuremenl of anti-amy1oid beta antitx잉y 

띠 .serum of A1강'leimet's Disea.se Patients: Deve10prrent 
of biαnarker for A1zheimers discase ωagnoois. De
mentia and l'ieurocognitive αsordeκ， 3(1):37-4 1.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효 c 
tr 논

 
논 번호 c 

tr 

1. Jh∞ JH, Pa쁘쁘y， Kìm KW, Lce 뻐， Lee OY, Youn I p비sm with A1zheimer's Oisease in Koreans Genomics 
)C, Suh Y), seo )S, W∞ )I 1':0 Evidence of Asscr I and lnformatics 2004 , 2(2): 81명 
dation of Inter1eukin lA (-앓9) Genetic Po1ymor-

@ 국제 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I C그 

tr 논
 

1. Cho KA, Ryu S), oh YS, Park JH, Lee JW, 입m HP, 
Kìm κr， Jang IS, Park SC. Morphological adjustment 
of cnesccnt cclls by mαJulating caveolin-l status ). 
Biol. Chem 2004/10 279(4이 42270-42278 

2. Park SC, Phenotypic adjustment of the senescent 
ce11s: replace or restore. Intem) Gerontol Geriat 4. 
17-20 

3. Park SC, Cho KA, Jang IS, Kìm KT, Ryu 징. 

Functiona1 eπìdency of the senescent cel뇨:πplace or 

restore. Ann f'O<Y Aαd Sci 2004 1019, 309-316 
4. Kun Y, seo MS, Kang UG, Y，∞n SC, Ahn YM, Kim 

YS, Juhnn YS. Activation of 여k2-pRß..E2F1 ceU cyde 

pathway by reα!aled eleαroconvulsiveshock in the 
a폐t fronta1 ∞rtex.Biol。이I Psyκch매i떠atry깨y. 2005 Jan 1;57기7(1…1): : 

107-109. 
5. seo M, Cho CH, Lee YI , Shin EY, Park 0 , Bae CD, 

Lee JW, 야e ES, Juhnn YS. Cdc42깅ependent medi-

번호 논
 

aúon of UV-indu야d p38 activaúon by G prα.ein 

야tagamma 5ul씨미ts，J Bìol Chem. 2004 Apr 23;낀9(17): 

17366-75. 
6. Bang OY, Kìm OH, 찌m H, B∞ JH, Hong HS, Huh 

K, M∞k-Jung 1. (2004) Neuroprotective effect of 
genistein against beta-amy1oid induced nCUlαoxidty. 

Neurφio10gy of Oisea양， 16(1): 21-28. 
7. Lee YI, Kim SY, Cho CH, S∞ M, Cho du H, Kwak 

SJ, J띠1M YS. C∞떠i띠te expression of the a1pha ar녕 
양ta subunits of heterotrirneric Gproteins involves 

reguJation of prα.ein de‘padation in CHO cells. F댐S 

Lett. 2003 Dec 4;555(2):329-34. 
8. 냥e WJ, Boo 꺼， Jung MW, Park SO, Kìm SU, Kim 

YH, M∞k-Jung 1. (2004) Amyloid 뼈a 야다ide 

direαly inhibits PKC 3ctivation. MoIecular α11u1하 

I'\eurosdence, 26(2):222-231. 
9. Shin SJ, Lee SE, B∞ JH, 짜m M, Kim 51, Mo。써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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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Z 

a Z 번호 논
 

S), α10 YL. Nam GH. seo )S. 찌m CK. Kim YW. I Res. 2004 Aug;64(15), 54345441. 
&경rdùng Iiα ~Ih<흉띠C 멍le funcuons 10 cervical I 18. Kim HK, Song KS. Olung JH. Lee KR, Lee SN. 
cdncer. Gyne∞I Oncol. 2004 Apr; 93(1): 41용 I Plalelel micropa며des induce angìogenes섭 in vitro. 

14. Tomohiro Kono, Yayoi α:>3ta ， Quiong Wu. Ka- I Br ) Haernatol. 2004 Feb; 124(3): 376-84. 
tsutoshi Niwa. Yukiko Ono, Yuji Yarnamα0. Eun I 19. Klm KW. Suh Y). 월파객~.)h∞ )H, Lee DY, Youn 
Sung Park.)∞ng-Sun 싫 & Hidehiko 얘awa. Birth I ]C, Lee 뻐. seo )S, W，∞ JI. Choline ace!yl-
of parthenogenetic 때ce thal can oc>vclφ to ad띠t- I lransf<없se G +4 A 때ym。ψhism ∞떠crs a risk Iiα 

hood. f'ature. 뼈4 Apr 22; 428(6985): 없4. I 찌zheirner's disease in ∞ncert with A빼φprαein E 
15. Ahn WS. Bae SM" μe 뻐. Kim YW. Lee ]W, I epsíJon4. Neurosci Lell. 2004 Aug 12;366(2):182닐6. 

f'a찌〈∞ng SE. Lee IP, Kim CK, Seo )S, Sin κ Kim I 20. Choi SE. Chα 빼. Y，∞n JH. S따1 JY, κm )S, f힌!L 
YW. Comparison of eπects of As203 and As406 on I 쁘Y， Han D), 짜m SC, Ahn C, Kim JY. Hwang ES, 
cell growth inhibition and gene expression profiles I Cha CY. Szα GL. Y，∞n 뻐， Park CG. IL-6 pr'αeαs 
by cDNA microarray analysis 띠 5iHa cells. Oncol I pancreatic islel beta cells from pro-int1ammalory 
Rep. 2004 Sep;12(3):573-80. I cyt뼈용빼x:ed celJ death 뼈 functjon외 띠뼈irmeru 

16. α1 암i. Kim JY. Kim D. Lee EM, α1 HY. seo JS, I in 찌tro and in 씨vo. Transpl lnununol. 2004 )un
Han jS. lGm 5, Lee )S, Ahn C. Targeted gene I J바13(1 ):43-53. 
disruption of the heat shock protein 72 gene (hsp I 21. Kim J, Chung HJ, Park CH. f쁘보잭1， %m 꺼. 
70. 1) 띠 lhe donor lissue 닙 associaled with a I ChromoVjz: m빼m여al visualization of gene expres
prolonged rejection-free survival in the murine skin I sion daia OnlO chrom∞omes using scaJable veαor 
a빼aftmαIel. Tra빼 lnununol. 2004 Occ; 13(4): I graphics. Bioi뼈rmatics. 2004 May 1;20(7): 1191-2. 
279-81. I 22. Kim MS. Kim 디， Jung H5. seo 뼈. )UhM Y5. S매n 

17. Yoon 5K. 미n 째. Ha SA. Park YG, Choi JY. OIung I HY. Ahn HS. Thiele 디， 빠iJG. Fibr야，last growth 
KW. sun 뼈. choi M). Chung ). Wa떠s JR, Kin1]W. I factor 2 induces differentiation and apop‘osis of 
The human CeJ찌CaI cancer oncogene prαein is a bio- I Askin lumour ceUs. ) Pathol. 2004 )an; 202(1):103-
rnarker for human hepalocellular carcinoma. Cancer I 12. 

간
 -
’ 

기
 -
3 -

뼈
 

따
발
 
밝
「벌
 

획
 

-
성
 
-
·각
 

국
 -호
 -

@ 

-번
 -

2 I 박상첼 I 2004. 5.28-6. 1 

3 I 박상철 I 2004. 4.28-5. 1 

4 I 박상철 I 2004.12.10-12 
5 I 박상철 12004.11.12-15 

6 I 박상철 1 2<빠1. 10.23 

7 I 박상철 I 2004.10.21 
8 I 박상철 I 2α얘.10 7-8 

내 용 

Korean experience: new physical and mental exercise program for the 
elderly ba앓d on Ù1e tradilional culture. 6th World Congress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Lonφn. Canada 
Korean Cδ1tenarian 5‘udy. 7th Inlemational Centenarian 
Consortium Meeω18. Hano lsland. Sweden 
FunαionaJ role of C3veolin in senes야nce. 2nd Functional Genomics of 
Aging. Crete. Greece 
Restore principle for agind control LVMH symp. To셔0. )apan 
Replace or reSlore : that is the question. Inlem. Conf. Funα. 

Longevity. Kyon없u. Koprea 
Future food ar잉 fcrmentation Iiα )on양vi!y. Fermentation Expo. 

Chonju, Korea 
10n양vity : gene or ecol얘y? Asian Conf. E∞l앵y. Mokpo. KOI없 
Characteristics of Kα-ean ∞ntenarian. Inlδn. Conf. αnterarian Sund1any 

gun. Korea 



생확학교생 • 6 1 

번호 성명 기 간 내 용 

26 윤흥덕 2004.12. 4-12. 8 타topic 0앤rexpression of Nur77 upregulates H1F-1a by ínhíbiting 
pVHL-mediated HIF-la degradation, 44th annual meeψ18 of the 
american society fcπ c떠1 biology 

27 융흥펙 2004.12. 4-12. 8 Cabinl associates with Suv39hl and represses MEF2 transαiplional 

aαi얘tion in Nr77-mediated apoptosis, 44th annuaJ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28 박웅양 2004. 8.12-8.14 Expression Profùing of Human Embryonic Stem C잉15 Using Oligc• 
nucleαide Miaoarray, KS태2α)4 

@특허출원 

구분 특허명 앓영자명 훌원(동륙R가 훌원(동혹)일자 흩원(동륙)번호 

용원 Signals a찌 molecular spe디es involved in 장익순，여의주 미국 2004/1ν06 PCT1KR02l'이067호 
senescence 박상철 

훌훤 노화얘 판여하는 신호 및 분자종 장악순， 박상청， 대한민국 2004/1ν06 2004-7이9858 

여의주 

풍륙 암피파이신융 이용한 노화 세포의 검출방법， 박상철， 박청수， 대한민국 2004/11126 특허 재 460190호 
노화 셰포의 기능성 회북용 조성물 및 노화 박웅양 
쩌포의 기능 회복 방법 

둥혹 카빼융련용 이용한 노화 채포의 검출방법， 박상철， 박용양， 대한민국 2005/02/23 2α)0.53342 
새포의 노화유도용 조성물 및 노화 유도 방법 박쟁수， 조청아， 

검덕인， 고영규， 

서정션 

@ 연구비 수혜현황 

연구자 연구재목 연구기간 연구비영 지원기관 

박상철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 2004.07 - 연구용역 강현도챙 
2005.01 

박상철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식폼의 생리황생 효놓에 관한 연구 2004.03 - 연구용역 순창군챙 
2004.12 

박상철 백세노인 북성연구 및 장수프로그햄 개방 2004.08 - 삼성기부금 연구과채 서융대병훤 
2005.07 

박상철 한국인의 노화총척관찰 및 노인 건강수준 모니터령융 위 2003.05 - 보건의료기슐연구개발 보건복지부 
한 연구 (유전자 용행) 2004.04 사업 

서정선 통북야 민촉 기능생 게놈 사업 2004.06 - 국책연구개발사업 과학기슐부 

2005.03 
서갱선 이동전화 주파수 전자파에 대한 생체영향 연구 2004.01 - 용신사업륙별회계에 갱보용신부 

2005.12 의한 연구개발사업 

션용성 인유두총 E5 단백질에 의한 아d∞Ixygenase-2 발현과 자 2003.09 - 암챔추진연구개벌빨:At업 홉지부 

궁경부암 합암기천 구명 2005.06 
전용성 MK801과 전기경련충격 신호전달계의 상호작용 분석에 의 2003.09. - 똑정기초연구 과학채단 

한 갱신병척 중상의 발병과 치료 기전 구명 2005.08 

전용성 자외선 조사에 따론 p38 MAP kJnasc 신호전달계 활성화 2004.04 - 서율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의 기전과 그 기놓에 관한 연구 2005.03 집중연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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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려학교설 (Department of Pathology) 

rn 敎室員名單
호 任 敎 授 朴뿔~(21αlO. 7.15-2004. 7.14) 

훌햄右(2004.7.15-현재) 

敎 뺏 1*廷Jt\ 金IfM 폈子{t 
朴仁훌 

흩” 敎 홈 朴훌훌. 金宗才 훌Ji(1JJ 
~l훌쳤 

助 Ij: 授 11斗. 張훌秀 .-天
11珍行

名 톨 썼 뿔 李없훌 I훌~m ~~-
뼈뿔根 

外來助敎뺏 좋*iIt 

PJ.J ~ 후톨圭 

밍 主훌홉l1J훌lJ 

@ 총론 

2004년 7월 15일에는 김철우 교수가 병리과장 및 주 

임교수로 취임하였고， 청두현 교수가 의무장으로 발령 

받았다. 5월에는 박성회 교수가 서울의대 륙수생명차원 

@인사사항 

직급 성명 

I 功 톨 
四 年 次 金J~我 朴孝珍 훌弼훌 

- ~ 次 뼈흉뼈 白 ilM 元g홈"' 
- 年 次 좋JitJØ 李훌훌 후wl政 -

玄흡林 

- 年 ;~ ~~- 金百뺀 술l훌 
朴훌훌 尹홈玉 

1t 土 훌 ￥훌 훌횟없 金_1m 孫，흉~ 

후迎흥 金J~我 001뼈 
白JM 丁톨뼈 

a 土 훌 程 金 J 林훌후 술百~ 
柳예I‘g 李京~ 충훌. 

技 土 빼fIlill 

• ’% I ’I!~~ 

센터 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8월에는 청경천， 정진행 

교수가 신임 조교수로 밥령받았고， 10월에는 장자춘， 

박인얘 교수가 정교수로 송진하였다. 

인사내용 월지 

쿄 수 朴 톨~ .. 서율의대 혹수생명자왼센터 소장 취임 2004. 5. 1 
교 수 朴 t 훌 Intemational Academy of Cytol앵y， Medical FelJowship (F.1.A.C.) 취득 2α>4. 6. 1 
교 수 ~ 홈 右 서율의대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취임 

!üi!‘i!4-‘ • 斗 톨 의무장발령 
조교수 .tt 天 신임조교수 발령 
조교수 ’P 珍 行 신임조교수 합형 
교 수 폈 子 {훗 부교수에서 교수로 숭진 발령 
교 수 朴 C 훌 부교수에서 교수로 송진 발령 

III 敎育現況

φ 학사과정 

의과대학 의학과 및 대학원 교육 부운용 다옴과 같 

다 의과대학 l학년 3, 4분기얘 병리학 및 실험 1, [J률 

2004. 7. 15 
2004. 7. 15 
2α>4. 8. 1 
2004. 8. 11 
2004. 10. 1 
2α>4. 10. 1 

각각 진행하였고， 2학년 2학기 용합교육과정 충 대부분 

(샘장학， 호홉기학， 소화기학， 혈액화， 내분비학， 신장 

학， 신경학， 연역학， 종양학)에 참여하였다. 톡히 96년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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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z 노 

‘-
1. Chung JK, 야e Ts, Jung 1M, Kim YK, Min SK, seo 

JW, Kim S]. Exp얻ssion of celJ cycle regulators 
during SIl'IOOlh mu엉e ceU prolifera다on after 벼Joon 

calheter injury of rat artery. ] Korean Med sci 

2004 19:327-332. 
2. 융훨찌，김용태，윤용범，휴지곤，황진혁，강현우，김수 

환， 김진현， 김선회， 김우호， 최병인， 갱지용. 자가 연역 
성 빼장염 3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 28:52-9. 

3. 청유숭，박도중， 이혁준， 김세형，한춘구，김태유，방 
영주，허대석，김노정，김우호，양한팡， 이건육，최국 

진. 수슐이 왈가능한 전이성 또는 국소 진행생 위암 

환자에서 선행화학요법의 효과. 대한위암학회지 뻐4 
4(1 ):7-14 

4. 깅훈엽，박도중，박효진， 이혁준，양한광，깅우호， 이 
건육， 최국진. 17째 이하얘 발견된 위암 2예. 대한위 
암학회지 2004 4(3):1앓5. 

5. 서융석，박도중，이혁준，초수연， 김우호，박성희，양 
한팡， 이건욱， 최국진. 원발생 위 소써포암 2예. 대한 
위암학회지 2004 4(3):186-91. 

6. 김영훈， 김선회， 장진영， 융유석， 최민규， 한성식， 김 
우호， 이건욱， 박용현. 혜장에셔 발생한 장액성 낭종 
의 형태학적 분류와 그 임상척 의의. 한국간담혜학회 
지 2004 8(4):242용. 

7. Darwish .I\S, Kim ^-1A, Chang MS, Lee HS, Lee BL, 
Kun Yl, K.im \'QH. Prc쟁nostic si맑ificance of CD24 
expression in 용stric carci∞ma. Cancer Res Treat 
2004 36(5):25용302. 

8. 강진모， 하총원， 윤익진， 이태숭， 이갱훈， 김우호， 김 
상준. 식대주 질환과 유사한 병 리소견율 보인 MMF

판련 대장염. 대한이식학회지 2004 18(2): 19+7. 
9. 최영민， 구숭엽， 오성택， 황규리 ， 강순법， 박성효， 장 

은란， 박노현， 박언얘， 전종판， 서창석， 깅석현， 김정구， 

@ 국쩨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운 

훈신용. 자궁내막중 환자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유 
전자 Dinucleαjde Report 다형성 양상. 대한산부인과 
학회장지 2004 47(6):1203-1209. 

10. 강경화， 최영민， 이병석， 강순범， 장옹란， 배상규， 박인 

얘， 전총판， 지병철， 구숭엽， 서창석， 김석현， 김갱구， 
문신용. 한국인 지궁내막충 환자에서 pS3 유전자 αxlon 
72 다형성 양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지 2004 47(8): 
1539-1544. 

11. Yang S-Y, Jìn YJ, Park S-H, Jahng TA, Kim 버， 
Chung CK. Paragangliomas 띠 cauda eq비na region: 
CHnicopathologic findings in four cases. Korean J 
Neurosu명 2004 35:353-358. 

12. Chung JH, Cho 찌， Lee SS, Baek HJ, Park JH, 
C뼈on GJ , 매。i CW, um SM. Overexpression of 
Glutl in Iymph이d follicles correlates with false
positive '~-FIXì PET results in lung cancer Slaging. 
J I\ucl M떠 2α)4; 45:잊용1003 

13. Chung ]H, Lee SS, Shim YS, Kim SY, Nam SY, 
κm DH, Cho KJ. A study of modcrately 이f-

’ ferentiated neuroendocrine carcinomas of the larynx 
and an 장ami띠tion of non-neoplastic larynx tissu.e for 
neuroer때xrine 어Is. Larynga;c찌:x: 2004:114:1264-1270 

14. Lee HS, Chang MS, Yang HK, Lee BL, κm WH. 
Epst잉n-Barr virus-positive 얽S찌c carcinoma 뼈s a 
distinctprα:ein 앉:pressíon proftle in αlffiparison with 
Epstcin-Baπ 씨rus-nega디매'C carcinoma. Clin Cancer 
Res 2뼈;t0:16S용1705 

15. Park SY, αIOC G, Lee HS, Jung SY, Park JG, κm 
WH. Tumor budding as an indicator of 때latcd 

tumor cclls in Iymph nodes from paticn‘s with nodc
ncgative colorectal cancer. Dis Colon Rectum 2004 
Dcc 21; [Epub ahead of printJ 

번호 므
 ι 

논
 

노 
‘-

1. Park WS, Jung KC, Bae Y, Chung DH, αlOi Y-L, 
Kim BK, Sung YC, Choi EY, Park SH. T ceU 
expression of CIITA represses 까11 immunity. Int 
Immunol 2004 16:1355-1364. 

2. Choi KH , Choi HY, Ko JK, Park SS, Kim YN, Kim 
CW. Transαiαional rcgulation of TNF family 
receptoπ and Bd-2 farnily by chem여lerapeutic 

agents in murine CT26 cells. J Cell Bioc뼈m 2004 
91:41ι422. 

번호 
a 
Z 

3. ]eon YK, 야e BY, Kim]E, Lee SS, Kim CW. Molec
비ar characterizat:íon of Epstein-Baπ ViNS and αlCO
protcin expf(."'SSion in nasopharyngeal caπinoma in 
Korea. Hcad Neck 2004 26:573-583. 

4. Jeon YK, Paik JH, Park SS, Park 50, Kim YA, Kim 
]E, Song YW, κm CW. Spectrum of Iymph node 
pathol앵Y in ad띠t onset S비l’s disease; anaIysis of 12 
paticnts with onc follow up biopsy. J Clin Pathol 
2α)4 57:105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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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호
 

o 
건: 논

 
번호 논

 
2. Ko YH, Cho EY, Kím )E, Lcc SS, Huh JR, Chang 

HK, Yang WJ , Kím CW, Kim SW, Ree H). NK 
and NK-like T -ceU Iymphoma in extr3nasal sites: a 
∞mparative clini∞pathological study according t。

site a쩌 EBVstatus. Hist어l3tho!앵y 2004 44:4a)..쟁9. 
3. Park DH, Lee MS, Kím HS, Lee YL, Kwon MS, 

)ang .u, Lee M}. Chro띠c hepatαoxidty of carbon 
telra이피0꺼de 띠 HSP-70 knock out mice. Exp Anim 

2004 53:27-30. 
4. Baek CM, )eon SH, )ang JJ, Lcc BS, Lce JH. 

TπIOsforming variant .of Met receptor confers serum 
independence and anti-apoptαjç property and cαJld 
be inv이ved 피 the mouse thymic Iymphoma
genesis. Exp M.oI Med 2，아>4 31:283-291. 

5. Oh ST, seo )S, M∞n UY, Kang KH, S비n DJ, 
Y∞n SK, κm WH, Park JG, Lee SK. A naturally 
denved gast.꺼c cancer cell linc shows latency I 
E야tein-Barr virus infecti.on d∞ely resemblin.얄BV

assc:잉ated gastric cancer. 까rOI앵y 2004 320(낀:330-6. 

6. Park J , Song SH, Kim TY, Choi MC, )ong HS, 
Kim TY, Lee jW, Kim NK, Kim WH, Bang YJ 
Aberrant merhylation of integrin alpha4 gene in 
human 뿜뼈c can∞r cells. Oncogenc 2004 23(19): 
3474-80. 

7. Kim YH, l.ee HS, l.ee Hj , Hur K, Kim WH, Bang 
Yj , 찌m Sj, Lee KU, Choe Kj, Y와19 HK. 
Pr앵nostic significance of thc cxpression of Smad4 
and Smad7 in human gastnc carcinomas. Ann 

。n∞1 2004 15(4):574용O. 

8. üm SB, jeong SY, 야e MR, Ku JL, Shin YK, Kim 
WH, Park )G. Prognostic signifìcance .of míα용 

satcllite instabililY in sporadic ∞loreαal cancer. 1m 
J Colorectal Dis 2004 19:533이7. 

9. Lee YM, Bae MH, I..ee OH. M∞n Ej, Moon CK, 
Kím WH. Kim KW. Synerg패jç inducti.on .of in 
vivo angiogenesis by the combinali.on of insulin
like growth faClor-U and epldermal growth faCl'α. 

on∞1 Rep 2004 12(4):843-8. 
10. Kim 1), Ku JL, Kang HC, Park JH, Y∞n KA, Shin 

Y, Park HW, jang SG, üm SK, Han SY, Shin YK, 
Lee MR. )eong SY, Shin HR, I..ee )S, Kim WH, Park 
)G. Mutational analysis of OGG1. MYH, MTH1 in 
FAP. HI\'PCC and sporadic colorectal cancer 
palienLS: R1S4H OGG1 polym.orphism is assodaled 
with sporaruc ∞l.orectal can야r patienLS. Hum 
G씬let 2004 115(6):4용503. 

11. Park DJ, I..ee, HK, Lee 매， Lee HS, Kim WH, Yang 

HK, Lee KU. Choe Kj. Lymph n여e mctastasis in 
early gas떠c cancer with submucosal invasi.on: 
Feasibility of mi띠때lIy invasive surgery. W.orld J 
Gastroentero 2004 10(24):3549-552. 

12. Han W, Kang 0 , Park lA, Kim SW, Bae ]Y, Chung 
K-W,l'\oh ιY. Associati.ons between breast cancer 
susccptiblhty gene po1ymorphism and dínicopath
ological fealures. C뼈 cancer Res 2004 10:124-130. 

13. Seo SS. Song YS, Kang D-h, Park lA, Ban Y). Kan 

S8, u.'C HP. Expression .of cyd∞xygcnase-2 in as
sociation with clinícopathological prognostic faαors 

and molccular markers in epithclial ovarian cancer. 
Gynecol On∞1 2004 92:927-935. 

14. Roh JW. Kim JW. Park lA, Park S-Y. Kan SB. 낭e 
HP. p53 and p21 genetic polymorp비srns ar‘d 
S따@αibility 10 er념。metrial cancer. Gyne∞1 0nc01 

2004 93:499-505. 
1 S. Ryu }K, W，∞ SM, H뼈ng J-H, Jeong JB, Yα)0 YB, 

Park IA, Han JK. κm Y-T. Cyst fluid analysis for 
the dilferential diagnosis .of panσeatic cysαDiagn 
Cytopath이 2004 31:1α)-105. 

]6. Jeon Y-T, Kang S, Kang D-H. Y∞ K-Y, Park IA, 
Bang Y-J. Kim ]W, Park N-H, Kang 5-B, 야e H-P, 
Song Y-S. Cycl∞xygc때e-2 and p53 expressions in 
endorne띠al cancer. Cancer Epiderm Biomar 2004 
13(9):15용42. 

]7. Sun J-M. H때 \YIs. 1m 5-A, Kím T-Y, Park IA. I'\.oh 
D-Y, H∞ DS, Bang Y-J, αlOC Kj, Kim (\'1<: A 
cαnbinalJon of ~正R-2 stalUS and the St. Gallen 
이assification pro이des useful information on prc횡105is 

in 바nph ncx:le-ncgative breast carcinoma. Cancer 
2004 101:251ι22. 

18. Choi JW, Park SC, Kang GH, 니u )0, Youn HD. 
l'\urn activated by hypαia-inducible faClor-laJpha 
overpr여uces proopiomelanoconin in vα1 Hippel
ündau-mutated rCnaJ 생Jca띠noma. Cancer Res 2004 
64:35-39. 

19. Kim TY, Jong HS, Jung Y, Kim TY, Kang GH, 
Bang YJ. DNA hypermethylation in gas띠c cancer. 
Aliment Pharm Therap 2004 20(1):131-142. 

20. Jun SY. Choi J. Kang GH, Park SH. Ayala AG, R，。
}Y. Synovial 잃π。ma of the kidney with rhabdoid 
fealures: repon .of three cases. Am J Surg Path.ol 
2004 28(5):634-637. 

21. Y∞n SS, Kím HJ. Chung DH, “m η. CD99 αx← 
timulalon up-regulates T 떼 receptα~medial어 acti

vation ci )t\'K and AP-l. 샤:lI C퍼!s2(뼈 1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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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뿌l학교설 (Department of Pharmacology) 

[끄 敎室를名單 

~ ff 敎 뿔 ~aIE훌 
敎 홉 金明石 .19'l~ ~~훌훌 申相久

金뼈*훌 
훌9 敎 홉 朴i훌종 張E훌 

훌 훌 흩’ 敎 f훌 金~홉 
훌 金 助 敎 授 ~相쫓 崔및元 
BK 助 敎 1f 李져1和 朴햄~ 
tt 士 後 R 究 를 m~~릅 尹홈홈· 金뭘뼈 柳랬廷 

랬f훌짧 {훌恩l_l {t<땐‘~ 
助 敎 11在흉 食~~훌 랬tll훌 {t<맹tJt 

i훌恩‘I.l 
a~훌 f훌맑修밑 술正낀l 林젖~ 
大 원& 院 生

1훌士三年以上 I합銀珠 任훌仁 申월永 jt‘앤雅 
;tF~혐 

tt 土 二 年 ￠在흉 홉朱恩 m↑협’‘ IIff펴g 
빼~t행 

1훌 土 - 年 尹炳웰 .t5洙 좋，뻗‘先 11융i; 
에훌쨌 崔유리 李tl웃 ~Ptl:뼈 
찌P延훌 申才J:t lIS~lft 찢收英 
朴I융正 

짧 士 二 SF 金正웠1 II~J암 ~~淑 柳鉉:E.
賣有~ 옳佳쳤 Il~'빼 朱뼈映 

il 士 - SF ~*~~ 후홉. !1U흉flj~아랍 
찢~~ 柳ðsilt 짧.ft t때i훌훔 
f훌現11 

if ~ • 徐￥훨 훌짧Jj(~용世ζ 金和뼈g 
$W淑 ~Il홈경~ m~찍廷 i힘ll% f홉 

金:t:tf 趙쟁‘1를 JiJll .llí: 金ht銀
金~t* #志& IIS~찌때 뿜永iJ 

• ~훌 • ~t!맨‘ II~함 

@인사사항 

직 급 성 명 

부 총 장 청명회 부총장 임기 종료 
3': 교 여온진 초교방령 

낌 主홈홉l1J훌I훌 

<D총론 

융 한혜얘도 본 교실용 충실한 학생교육과 활발한 

연구환풍으로 한 해훌 보냈다. 

4명의 박사와 6명의 석사용 배출하였고， 뇌과학 빛 

임상약리학 협동과정용 포함하여 9명의 석사과정과 13 

명의 박사과정 대학웬생이 새로 입학하였다. 교실원의 

인사에도 발전척인 변화가 있어， 김혜선 BK 조교수가 

본 교실의 기금부교수로， 박철형 박사후연구원이 본 교 

실의 BK 조교수로， 유경상 박사후연구현이 본 교실 촉 

탁교수로 발령을 받았고， 김회준 조교가 퇴협}여 옳지 

의대에 방령을 받았다. 2명의 조교가 퇴핵}고， 2명의 

조교가 새로 발령받았다. 한면， 청명회 교수는 2002년 

7월 23일부터 2004년 7월 21일까지 부총장으로 활동하 

다가 임기률 마치고 교실로 복귀하였다. 

웠요세미나와 BK21대학웬 세미나에 융해에도 많온 

저명인사들율 초챙하여 성공척으로 개최되어 교실원 전 

체에게 왕성한 연구활동융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 

험실별 연구 프로그래스 미팅융 통하여 연구활동에 실 

질척인 도웅이 되었다. 실험실마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용해 국내학술지 10연， 국제학솔지 30편율 발표하였으 

며， 그 외에 저서 4권， 륙허 1건 둥의 학술척인 성과플 

거두었다. 또한 많온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올 

발표하였고， 서유헌 교수는 뛰어난 연구성과괄 인청받 

아 5.16 학술상과 의당학슐상을 수상하였다. 

인 사 내 용 일 자 

2004. 7.22 
2004. 3. 1 

촉탁교수 유정상 서융대학교병현 엄싱약리실 촉탁 교수로 발령 2004. S. 1 
BK 조 교 수 박철형 BK 초교수 발령 2α>4. 6. 1 
BK 조 교 수 이정화 BK 초교수 벌령 2α>4. 6. 1 
BK 초 교 수 초주연 BK 초쿄수 발령 2004. 6. 1 
기금부교수 김혜선 기금부교수 발령 2004. 8. 1 
죠 교 최용영 조교벌령 2004. 9. 1 



약려학교잉·키 

[]] 敎育現況 .2학기 : 약울유천학(당당 : 장인진 교수) 

(Ï) 학사과정 

순환기 약리학(담당 : 김영석 교수) 

연역약리학(담당 : 예상규 교수) 

의학과 4학년 임상약리학 강의는 순조홈게 진행되었 

다. 

• 신경약리학 및 치매 토요세미나 

• 엄상약리학 협동과청 대학원 

· 임상약리 Traínee Meeting 

@ 대학원과정 · 엄상약리 Lab Sem1nar 

대학원 강의도 활발한 토롱과 주제발표형식으로 순 

조롭게 진행되었다. 

· 엄상약리팀 목요저널클럽 

· 임상약리팀 금요북리딩 

· 약리학교실 월요세미나 및 Work in Pr앵ress 

. 1학기 : 신경약리학(담당 : 서유헌 교수) 

• 임상시험센터(α'C) 세미나 

소화기 약리학(담당 : 정명회 교수) 

@ 학위수여 

， 박사 

성 영 

최온영 

김회준 

여은진 

정채용 

• 석 사 
서o 며 o 

윤병학 

류연설 

갱진아 

정혜령 

안성민 

하지현 

논 n C3: 저l 목 

수종의 한약재가 모발성장촉진에 미쳐는 영향 

8-oxoGTP가 사랍 효중구의 NADPH oxidase 및 GTP 결합 단백질 Rac 활성 
에 미치는 영향 

3-(5’-Hyψuxymclhyl-2’-furyl)-l-bcnzyl indawle의 암 성장 억채 기전에 관한 

연구 

UGπ87， UGπß15 유전형에 따홀 로라채땅의 약동학， 약력학 및 약융 상호착 

용 연구 - Phannacokinetic, phannacodynamíc, and drug-inter<iction sludy 
of lorazepam according to UGηB7 and UGT2B15 gcnOtypes 

논 τ eIi 저| 모...， 

수복효소 ∞G1의 활성이 컬손왼 KG-l 세포애서 용hydroxyde。째Janosine 

에 의한 새포사멸 기전 

백혐병 암세포주 KG-l의 8-hydroxydcoxyguanosine에 의한 세포사멸과 
MAP kinase 신효전달 기전 연구 

M까P에 의한 도파민 신경채의 손상에 대한 Quercetin의 보호효과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5-lfπ， 5-I-IT2A 양ne φlymorphlSms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Korean pop비alion ~ 한국인에서 

5-l'πT， 5-lfT2A 유션척 다형성과 강박장애와의 연판성에 관한 연구 

임신 쥐 모웰에서 메틸수온 독성에 대한 젤꽤늄 빛 참치의 해독작용 

풀린 I과 아밀로이드 전구 단액철의 C단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일 자 

2004. 8 

2아)4. 8 

2004. 8 

2005. 2 

일 자 

2004. 8 

2004. 8 

2004. 8 

2005. 2 

2005. 2 

2005. 2 

지도교수 

정명회 

갱명회 

박종환 

장인진 

지도교수 

갱영희 

정영희 

김용식 

장인진 

서유헌 

서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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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r 논 논

 
번호 

a 

눈
 

5. S Kim, ]H Seo, Y브피쁘. AJpha-synucJein, Par
kin.son’s disease, and Alzheimer’s 이sease. Parkin
sonisrn Re1at Disord. 10 Supp1 I:S9-13. Review 
(2α)4). 

6. 단흐죠핀， EM Kim, NJ Kim, KA Chang, Y Choi, KW 

Ahn,]H 냥e， S Kim, CH Park, y브혹쁘. Inhibition 
of histone deaccty1ation cnhances the ncurα0잉dty 

induced by lhe C-terminal fragments of amy10id 
야-ecursor protein. ] Neurosci Res. ]an 1;75(1):117-
24 (2004). 

7. Chang KA, 쁘lL.Y건. Pathophysi이얘ical ro1es of 
amy10idogenic 혀rboxy-【ennina1 fl떠gmcnts of the 
bL'ta-amyloid π-CCUr50r prα앙1 in Alzheimer’s disc킬.se. 

] Pharmaco1 50. 2005 Apr;97(4):461-71. 

8. Suh WH, Suslick KS, ~쁘1건， Therapeutic Agenα 
for AJzheimer's Disease. Current M여ical Chcm따ry. 

2005 in press. 
9. Chun YS, Yeo E], Suh H], 쁘쁘」쁘. Spαuaneαg 

generation of reaαivc oxygcn species in the mixture 

of cyanide and glycerol.Ann N Y Acad 50. 2004 
D<x:;1030:43-51. 

10. Yeo E], Chun YS, Park [W. New antJcancer 
Slra tegics ta rge디ng H1F-l. Biochem P뼈nna∞1. 2004 
Sep 15;68(6): 1061-9. 

11. Hyun π， Chun YS, Kim π， κm HL, 잠믿잭， 원.dL 
~. Hypo찌a-inducib1e factor la1pha- m어iated resis
tance to phenolic anticancer. Ch잉nαherapy. 2004 
Jun;SO(3): 119-26. 

12. Chun YS, Y∞ 티， 쁘쁘j쁘. Versatile pharma∞logical 

actions of YC-l: anti-platelet to anticancer. Cancer Len. 
2004 Apr 15;207(1):1-7. 

13. Pa쁘뾰， Chun YS, 짝파후잭. 바po뼈-뼈uCÎble factor 
1-related diseases and prospeαive therapeutic t∞15. ] 
Pharma∞I 50. 2004 Mar;94(3):221짚. 

14. Yi SY, Hong KS, 니m HS, αlUng ]Y, oh DS, Kim ]R, 
Jung HR, Cho ]Y, Yu KS, 갤멸과， ~쁘효으. A variant 
26πA allele of lhe MDRl gene affects fexofenadine 
disposilion. C1in Pharma∞l 까ler. 76(5):418-27, 2004. 

@ 국채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o 
'ir 

1. Youn CK, κm SH, Lee DY, Song SH, Chang IY, 
Hyun ]W, 으뜨띤&파딘， You H]. Cadrnium-dependent 
I앵비ales hOGG 1 through suppressíon 아 Sp1 
activity. π1e ]αJmal of Bi01<>glca1 αlCmistry. (In 
Press) (SCI : 6.뼈2). 

2. Youn CK, 010 HJ, Kim SH, Kim HB, Kim MH, 
Chang IY ,Lec JS, 드꽉띤&꾀건， Hahm KS,You 버. 
BcI-2 exprC!i‘sion supprcsses mismalch rcpair aαìvity 
lhrough i비피biûon of E2F transcripûonal activity. 
('\aturc Ccll Biology. 7(2)137-147 (SO : 20.268). 

3. Youn CK, Kim 빠i， Cho 버， Kim HB, Chang IY, 
드낀브!!&.겐건， You HJ. onα껴genìc H-없s up-rcgulates 
expression of ERCC1 10 prolect cells from p1a띠lUm
based anlicancer agents. Cancer Reseaπh. 64(14) 

4849-4857 (SCI : 8.649). 
4. Jeong HG, Youn CK, Cho HJ, 찌m 5H, Kim MH, 

Kim HB, Chang IY, Lee YS, 댄브.n&.소쁘， YOU H). 
MctalIothionein-lII prcvents ganwa-Ray- induα퍼 

8-oxoguanine accumu1ation in norma1 and hOGG 1-
dep1cted cells. 까le ]ournal of Biological Chcrnistry. 
279(33)34138-34149 (5CI : 6.482). 

í. Lee MR, Kim SH, Cho 버， Lee KY, M∞n AR, }eong 
HG, 냐e ]S, Hyun ]W, 으쁘!lL민션， You HJ. 

번호 논
 

므
 
” -

TrnnscriptionaI factors NF-YA re믿late Ù1C Induction 
。f human OGG 1 following DNA-alkylaling agent 
rrethylmcthane sulfonale (MMS) trcatrnent .. 끼'lC Joumal 

C:J Biol(흉CaI ches매s.ty. 279(11~57-9E뼈50:6. 482). 
6. Park S, Kim WS, Choi UJ, Han SU, Kim YS, κm 

YB, 댄쁘&과먼，I\am κr， Kim DY, Cho SW, Hahm 
KB. Ame1ioration of oxidative s뾰ss with ensuing 
ìnflammaûon conlribuleS 10 chemoprevenûon of H. 
pyl띠-associated gas찌c caπin<갱:enesis. Anlioxidants 
& Redox Signa피19. 6(3)549-559 (SCI : 3.02끼. 

7. Kwon 테， Kang JO, α、。 SH， Kang HB, Kang KA, 
Kim JK, Kang YS, Song BC, Kang HW, Shim 씨， 

Kìm HS, Kim YB, Hahm KB, κm B), K∞k MC, 
댄쁘&과먼， Hyun ]W. Pre않nce of human myco
plasma DNA in gast끼c tissue samp1es from Korcan 
chronic gastritis paûents. Cancer Sdence. 95(4) 311-

315. 
8. 5L l.amboume, lA Sellers, TG Bush, SK Chαj벼1Ury， 

PC Emson, y.브효쁘‘ I.S Wìl“nson. lncre싫ed tau 
PhQsphoryla디。n on Mil'。얽1- Acûvated Pnxein Kinase 
Consensus Sites and Cog때ve Decline in Transge띠C 

M여els for AJ깅1Cimer'S Dis얹.se and FTDP-17: Evi
dence for Distinct Molecular Processes 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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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무
 
‘ c> 

'iI:" 논
 

번호 논
 

4. 댄쁘&퍼건. 까1e oxidative DNA adduα， 용OH

guanine is a harmful rr뼈ifìcd base or physiol앵jcaJ 

cfTcctor. Oxidativc damage marker and antioxidant 
intcrvcntion in health and discase, 2α>4.10.29-

2004.10.30. 
5. 드쁘!l&..쁘. 산화혀 손상염기 용hydroxyguanine은 유 
해한 변형염기(a harmful mαIifìed base)인가， 혹은 
생리활성용질(a physiological efTea<。샤인가? 독성직무 

공무원회 창립총회 및 채l회 심포지움， 2004.06.이. 
6. 댄쁘&퍼건. Gene-specific oxidative DNA damage in 

Helicobacter pyroli-ilÚected human gaSl꺼c mucosa. 
Toxicíty Biomarkers 2004, 2004.11.15-2004.11.16. 

7. 앨쁘&호먼. 7，8깅Ihydr。용oxc←2깅.eoxyguano-sine in
dues Gl cell αde arrest m KG-l by up-regulaω19 
P21 and blocking thc Ras. 채 56차 대한약리학회 추 

계학슐대회， 2004.1 1.06. 
8. 선효화 The 2떼 Fe깅eration of As녀n-Ocearuc 1'\.이ro

sdcnce Societies (FAOl\5) Syml야:>SÌum (C-tem피131 

fragmenLS of APP : ILS nellrαoxic mechanisms and 
involvernent in gcne transcription) 2α껴.5.17-2004. 

5.19. 
9. 선효화 The nrst 151'\ special neurochemistry CQn

ference (Dehy이oevodiamine-HCI extracted from Evo
dia Rutaecaφa of Bentham prevenLS impairmcnt of 
leaming and memory and neuronal loss) 2004. 

5.13-2004.5.16. 
10. 놔화 싫ety For Neur∞cien∞ Annual Mee띠g 

(까1C intrac떠lular domain of amyloid prec마sor like 
prαein 2 tr.mslocalizes into the nucleus with fe65 
and exeflS cylα.oxicity by Iκlucing glyα:>gen symhase 
ki띠sc-3b exprcssion) 2004.10.23. 

11. 쇠효화 Society For Nc뼈갱cnce Annual M않ting 

(The ph∞phorylation at 까l668 regulates the inler
aαon 아 cyloplasmic fraction ci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with Fe65 and the neuroloxicity by 

carboxyl-tcm피131 fragment of APP) 2004.10.23. 
12. 선효화 Society For 1'\야lOSCicoce Annua1 M않뼈g 

(RoIe of -앙nud히nin 뼈UCliOn ci 성44 gene e.뼈용 

sion in human neuroblastoma) 2004.10.25. 

13. 선죠효L Society For Neurosciencc Annual Meeting 
(Dch얘roev여i:lminehcl ex따α.ed frαn Ev<여ia Rutae
caφa Bentham prevenLS neuronal 1055 and c앵J\Ïtive 
dysfunction through anatagonizing oxidative stress 
and cxcítotm이dÙcs) 2004.10.26. 

14. 선표화 The 1뻐 I뼈13tio때 Wl!ller Confcrcnce on 
l\cur여egencraùon (a-SYNUCLEJN in PD and AD) 

2α껴. 11.30. 

15. 좌효쇠. 빠 17th Korea-)ap때 Serrunα On P뼈ml3-
∞logy (Magnolol prαeαs 3-띠tropropi。띠c add-in
duæd neuronal damage) 2004.9.30-2004.10.1. 

16. 좌효갚. π1e 17th Korea-japan Seminα on Pham퍼· 
∞l앵y (00때minergic neurons φived from human 
embryoniC stcm ælls by treatment with transforming 
growth faα.or-a1pha function in mouse parkinsonJan 
m여els) 2004.9.30-2α껴. 10. 1. 

17. 화월. The 34th soc엠Y F，α Neuroscience Ann뼈l 

Mee띠19 (Transplantation of human ernbryonic stern 
cells in thc 6-OHDA-induæd parkins。띠an mice: Eπect 
。f tr.lnsforming growth factor aJpha on the pre
이ffercntiation) 2004.10.23-2004. 10.27. 

18. ~l삿구. 짜~l친 싫CPT (Eva)uation of safety, toler

abilily,and phaml3cokJnctic charaαcris“α of B
domain delctcd recombinant fVIl1 in hemophilia a 
patienLS) 2α>4. 3. 24-27. 

19. 끼F싸구.작~l센 ASCPT (EffCct of SRD5A2 genαype on 
phaml3c여ynamics of 5-alpha-rcductase inhibitor 
analyzed by PK-PD modeling)2004. 3. 24-27. 

20. {:1싸구. 장~l잔 ASCPT(타rect of CYP3A-inhibitor 

and -inducer on the phannacoloncucs of intrave
nous midazolam 띠 CYP3A5.3 allelc carricrs) 2004. 3. 
24-27. 

21. 선싸구. 쐐l친 ASαr (까lC mutanl a allele function 
in exon 21 G267πIA of human MDRl gene) 2004. 
3_ 24-27. 

22. 친싸구.깎이?1 ASQπ (The mulant a alleJe func‘ion 
in exon 21 G26πf/A of human MDRl gcne) 2004.3. 
24-27. 

23. 선생구. 작~l~l. ASCPT (타rect of thc sex-relaled 
MDRl gcnc po1ymorphisms on fexofeπadine 이& 

JX)Sition) 2004.3. 24-27. 
24. 선상구‘ 작~l~L ASCPT (A herb-drug interactions 

Ihrough evaluaω멍 이tochrome P450 phenotypic 
ratios after muJtiple administration 아 herbal supple

menLS) 2004.3. 24-27. 
25. {:l상구‘ 장~l친~ CSHL (Effectsof Phaml3cokJnetic, 

pharmacαlynamic， and drug-interaction study of lom
zepam according to UG ηB7 and UGT2B1S 8<""Il0-

types) 2004. 9. 18-21. 
26. 앞효요 Slgnal Transduction 2004 (YC-l : A POlen때 

Anticancer Drug Targcùng Hypo성a-Inducible Factor 
1) 2004. 1. 27. 

27. Y응효~. F，αtJeth Annivαsary U.S. -)apan Cooperativc 
Medical Science Pr앵ram (STAT3 is a αxential mo
d비atα 。，f HIF-1-mediated VEGF exprcssion i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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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생물학교설 (Department of Microbiology) 

딘〕 敎훌員홉單 

훌 任 敎 뿔 

主 ff 敎 뿔 ~l9'J ftt 
li t훌 1f'~혹뼈 金.빠 빼允뼈 홉'-1洙 

흩” 敎 授 朴政*- ~~j톨 
ØJJ 敎 授 企~i횟 .tt!南i*

非.任敎授

名 ’톨 敎 授 ~Il友鉉
1B ~ 敎 뺏 좋뼈iI 金商材 JjIf~호홈 훌훌太뺀 

ØJJ tt 李빼i흩 !톨j:~ Jt7td횟 

大 뭘 院 生

tt 土 修 7 金ti來 申己i앓 후fl姬 쏠起現 
’흩.:~ 金Æ뼈 jt~{양 朱 .. 
￥Hi-fll 

•* 土 = .tf. 朴f충Ib Ttt찢 崔tt};양 
빠 土 - 年 金훌함 술 빼 훌용求 슐定.흉 

碩 士 ø J Q끼~ib 金凡.
짧 土 - 年 金fII:뼈 申훌~ #i흩:tti:先훌훌 

- n _홉 I 

技 能 l훌 ;￥~淑‘ff ~ 빼 7+8 뺀 吳훗{찾 뿔~빼 술秀~ 
IIØ1( 金BJJ~ ~承I 金~.年

企’t朱 元i훌i찾 崔휠~ )C~옮 

@ 학회임원활동 

직 급 성 영 학 회 영 

E긴 主훌홉l1J훌I훌 

CD 총론 

미생물학교실용 2004년에도 학부학생교육，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 면에 최선융 다하여 많옹 성과용 거두었 

마， 힘든 의료계의 여건변화에도 교수 및 조교를 비롯 

한 모든 교실원이 노력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생교 

육을 운영하였다. 인사변동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일 

자로 향용수 부쿄수가 교수로， 박갱규， 성숭용 조교수 

가 각각 부교수로 밥령받았으며， 9월 20일자로 조남혁 

교수가 서율의대 조교수로 방령융 받았다. 대학원 연구 

활동 면에서는 5건의 국내학숨지와 29건의 국제 학술 

지에 주 또는 부 논문 게재가 있었으며 5명의 우수한 

박사룹 배출하였다. 

@인사사항 

직 급 성 명 인시내용 일 자 

쿄 수 황용수 정교수로송진 2004. 4. 1 
부교수 박갱규 부교수로 숭진 2004. 4. 1. 
:!fJj]_ιτ ~ 성송용 부교수로송진 2004. 4. 1. 

~‘τ::::;. 조남혁 조교수발령 2004. 9. 20 

직 위 일 자 

교 수 차창홈 대 한 화 학 요 법 학 회 평 의 원 1993-현재 
대 한 갑 염 학 회 평 의 원 1998-현재 
대 한 연 역 학 회 。l 사 2001-현재 
대 환 바 이 러 스 학 회 회 원 1980-현재 

대 한 01 생 물 학 회 명 의 현 1981-현재 

교 "þ‘ 김익상 대 한 미 뭉 학 회 명 외 원 1995-현재 

대 한 01 생 흔 .., 학 회 면 집 위 원 1995-현째 
대 한 01 를 .., 학 회 용어재정위현 1995-현재 

대 한 며‘- 역 학 희 명 의 현 1997-현재 

교 수 최 영 식 대 한 여‘- 역 학 회 명 의 원 1993-현채 
대 한 미 생 물 학 회 명 의 원 1996-현재 

대 한 화 학 요 법 학 회 회 웬 1989-현재 

대 한 감 염 학 회 회 원 1993-현재 
미 국 0) 생 물 학 회 갱 회 원 199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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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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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논 문 제 목 일 지 지도교수 

최송용 빼도 이식의 연역 거￥반용 충， 보죠 조칙 척합항웬 (Mlnor 뻐stocompa- 2005. 2. 박정규 
tibility)에 의한 연역거부 반용의 기천에 관한 연구 

정두련 &ααoides fragi따얘 의한 간농양 방생에서 T립프구의 역항 규명 2005. 2. 차창용 
박종권 INDUcnON OF 깨p-la IN KUPFFER CEμ BY PORTAL VENOUS 2005. 2. 검익상 

TRANSFU5I0N 
박새팡 Phage dis찌ay 기법융 이용환 B형 간영바이러스 충화 항~preSl 인간 단세포군 2005. 2. 김익상 

항체의 제작 

정주영 소아 간염 환자에서 Transfusion translTÚned 에us의 유천형에 판한 연구 2005. 2. 황용수 

@외부대학출강 

대 혁 명 교 과 옥 획기 시간수 참여교수 

체 주 의 대 미생툴학 I 2 7 김익상 
미생물학II 1 7 국융호 

미생률학II 1 7 박청규 

뎌〕 맑究活ltJ훌피I 

m 국내학술지 주연구논운 
번호 논 문 

1. 김홍， 김션현， 배길한， 박영길， 갚효률l 효효훌， 깊훨 
줄. 제주 환자에서 분리된 미코박대리아 엄상훈리 란종 

의 후)()B 유전자톨 이용한 훈자 훈류학척 죠사. J 
Baαeriol VU'OI. 2004. 34. 113-9. 

2. 최송용， 봐캘it. HY 항현 블일치 째도 이식에 의한 연 
역 환용의 유도. 대한연역학회. 2004. 4. 53-59. 

3. 발효jl:. 이식연역학의 역사척 고활. 대한연역학회.20:빼. 

1. 1 셔6. 

번호 논 
a I 

4. 갱주영， 한태희， 훨효순. 소아의 Transfusiαl-transmitted 
에rus 감염 유병률 소아과. 2004.47. 183-6. 

5. Kiem S, oh WS, Peck KR, Lee NY, 냐e ]Y, Song jH, 
건원!!&...쭉， 때n EH, 으쁘효， Choc KW. Phase 
Vatiation of Bioftlm Formation in Staphylococα15 

aureus by IS256 Insertion and Its Impact on the 
Capaòty A벼le띠19 to Polyurethane 5urface. J Korean 
Med Sci. 2004. 19. π9-82. 

@ 국제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CI 
lr 므

 ι 
논
 

번호 논
 

1. Koh YS, Yun JH, 효맨&원， 쁘의객앨， 젠모~ 
Chemokine 따ld cytokine produα.ion du피19 Orienria 

tsuαugamushi infection in mice. Microb Pathog. 
2004. 36. 51-7. 

2. ζ쁘쉰건， Choi CY, 효보므&쁘. Down regulation of 
g뼈 by Orienda tsutsugamt빼i. Micn뼈어 lmmunol. 
2004. 48. 297-305. 

3. Hong SK, 1Ç，브효L Yun η，Lee 빠{， Kim EC, Park 
EM, park YG, Bai GH, 윤효쁘X렌. ldentification of 
Mycobaαerium tuberculosis by PCR-Iinked reverse 
hybridization 따ing s야αfic rpoB olígonucleαlde 

pr아:>e5. J Mia얘iol Meth여s. 2004. 59. 71-9. 
4. Ko KS, Kim jW, Kim JM, Kim W, Chung 51, Kim IJ’ 

lúx싹객끄. Pop비ation 해Uαure of the Bacil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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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므
 
‘ 논

 
SH, 쁘와객효j 뀔딱표‘ Walker DH, Park 암1. F뼈 
serol앵lC evidencc of human sαX1ed fever grαlp 
디ck없siosis in korca. J Clin Micrφiol. 2004. 42. 
2310-3. 

번호 。z 

23. 드hιNH， Feng P, 냐e SH, 야e 8$, üang X, Chang 
H, Jung JU. Inhibition of T ccll receptOr signal 
uansduction by tyrosine kmase-interacting prαeinof 
Herpesvirus saimiri. J Exp M어. 20C찌. 200. 681-7. 

@ 국제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므
 
” - 논

 

1. Feng P, sc이1 C, Lce SH, 막으쉰건J )ung JU. 
Ma미pula디。n of a∞ptosis by herpes Viru5eS (Kaposi’s 
53παna pathogcnesis). Prog Mol Sul:x:ell Biol. 2004. 
36. 191-205. 

2. Kwon HJ, Kang J。’ Cho SH, Kang HB, Kang KA, 
Kim JK, Kang YS, Song BC, Kang HW, Shim MJ, 
Kim HS, Kim YB, Hahm KB, 핀팍용1， K∞k MC, 
Chung MH, Hyun JW. Presencc of human myco
plasma DNA in 용stnc lissue samples from Korcan 
chronic 뽕와itis paticnlS. αnccr Sci. 2004. 95. 311-5. 

3. Fcng P, scαt CW, 으ho NH, Nakamura H, αlung 
까i， Monteno MJ, Jung )U. Kaφsi's sarcoma -
associa1ed Herpe해rus K7 protem 때명eIS a UBU 
UBA ∞n띠i띠ng prαcin 10 prortlO(C protein d야행da

tion. Mol C잉I Biol. 2004. 24. 3938-48. 

번호 
a Z 

4. J∞n SY, Baek 뻐， Kím YS, 원파도딛， Kwon HS, 
Ko SH, Song KH, Y∞ SJ, Son HS, Cha BY, Lee 
KW, Son HY, Kang SK, Y∞n KH. Differen1ially 
up-regulated genes in proliferating porcíne n∞natal 

pancreas cells ca따ed by epidermal growth faaor. J 
αU Biochem. 2α>4. 91. 354강4. 

5. Chung 인i， 막으인건， Gaπia Ml, Lce SH, Feng P, 
and Jung JU. Activation of ctransc꺼ption factor by 
herpesvirus saimiri $TP-A oncoprotcin. J Virol. 2004. 
87. 646!놓97. 

6. Lce SH, Chung YH, 댄요쉰건， Gwack YS, Feng P, 
a떼 Jung JU. MαJulation 아 T ccll 1'CCCp(or signal 
transduction 야 hl'l'야sVlral signaω19 adaptor protein. 
MoI αU Biol. 2004. 24. 5369-82. 

@ 연구버 수혜현황 

연구지 여‘- 구 지| 5-「프 연구기간 연구에명 지원기관 

김익상 Orienli:t αULSug:tmu꾀7Ì 및 LeplOspi띠 inceITOgans의 04. 05. 01- 04 폭갱샌터 복 지 부 

기능척 유전셰 연구용 위한 고효융 분자유전학적 탑 05. 04. 30. 
색기법 개밤 

최영식 Prαeomics와 Microa따}끓 이용한 0. tslltsl.lgam때빠 04. 05. 01- 04 푹갱샌터 복 지 1 닙-

L. interrogans의 기놓척 유전체 연구 05. 04. 30. 

국융효 약채내성 절핵균과 비절핵 항산성균의 rpoB 유션자 04. 05. 01- 대한컬핵협회 

환식 05. 04. 30. 결핵연구원 

국융호 &αc셔αles 균종 동정용 rpoB 염기서열 da떠base 04. 04. 01- 집중육성연구 서 율 대 병 원 

확보 및 임상검체에의 적용 05. 03. 31. 

국융호 Helicobacter P.끼'ori 두 π>oB 유전자형 (AlμIbr)의 04. 05. 01- 04 보건의료 복 지 -ar 

병훤생과 판련된 꽉성 차이정에 관한 연구 05. 얘. 30. (단독기초) 

국융호 앙 칭용과 관련된 효소(apA， MMP)활성 억셰를 룡 04. 03. 01- SRC 과 기 -a「

한 항앙기업 개발 05. 02. 28 

황용수 암세포에서 human cytomega!ovirus(HCMV) 감염이 04. 07. 01- 일반연구 서융대병원 

항암채 내성에 미치는 영향 05. 06. 30. 

황용수 천연울냉리;환성성훈의 약리 · 독성 연구기반기술체계 04. 05. 01- 보건복지부 

구축 05.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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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의학교실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띠 훨훌톨홉11 
主 任 훌 훌 빼Pt훌永 

敎 홉 安允2m秀훌 朴炳tt

흩” 활 授 훌大熙 향해哲 
JlfJ 혔 f룰 rI훌~ ~.fflJìl 
홉 • 흩k 授 tI •• 尹홉~ 
.攻‘훌 •• 훌 
三 年 次 金正빼 

훌 防 톨 훌 

三 ~ 次 ."t홉 
- 年 次 술和g 

후 ;~ n 1( 全S홈 .. 

助 敎 {훌빼’!’ 
大 • 院 生

1t 土 二 年 후.i/(훌 ￥ •• 흩 朴.~윷 
- 年 훨빼빼 宋~훨 i'!ll훌 

a 土 = ~ •• ~훌 훌뼈廷 
- 年 聊 훌 짧宣何 옮延柱 全후:c 

‘，，~ 빼 JlfJ .. ~~호ìIi~톨옮 朴廷tt 후훗珠 
T修任 뿔仁훌 

• ~홉 • 를 훨.!뼈 

임 主홈活l1J훌項 

φ 총론 

융해에도 본 쿄실에서는 꾸준환 학슐 연구 활동과 

학생 교육이 이후어졌다. 교실 내얘서 진행된 연구 사 

업률을 보면，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 역학초사 

연구， 송천선로 주변의 전자따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척 

조사연구， 한국형 다기관 암 코호트의 분자역학척 연구 

톨 위한 운영관리체계 개발， 한국인 유방암 방생 및 

사망의 장기 추세 연구， 암 검진 문진표 개청율 위한 

시범사업 계획， 신 암갱복10개년계획 수렵 - 한국인 암 

장기추세 및 개인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인터넷과 

XML에 기반한 다기관 임상시험 판리 및 퉁록 시스댐 

개발 연구， 1둥급 병용급기약물 처뺑양상 및 약물유해 

반용 발생에 대한 약물역학척 연구， 노인 인구에서 용 

주와 위암 방생간의 연관성애 판한 코호트 연구， 우리 

나라 몰다공충의 발생규모 추갱 및 관련 유전자 검색， 

약용유전체연구사업， 한국인 유방앙 발생에서 low 

penetrance 유션자 SNPs와 DNA유전자 손상북구놓의 

역할애 판한 푼자역학척 연구， 대기오염과 호홉기질환 

관련 생체지표률 이용한 분자역학연구， 황사얘 의한 건 

강 위혜도 지표 기슐 개발， 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화 인 

체영향에 대한 역학척 최연구， 대기오염이 호홉기질 

환얘 미치는 영향에 대환 연구， 분자역학조사기반의 환 

경오염물질에 의한 뇌졸중 및 폐암의 위해성 명가， 한 

국산배의 건강기능성 연구， 약물유전청보률 이용한 암 

치료 임상시험연구; 내분비장애물질명가， 한국인에서의 

환경 효르몬의 건강위빼 연구， 유전자첩을 이용한 인채 

조협깨포 방사선 조사 관련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획득 

및 방사션 벌암기션 연구， 임상청보와 바이오갱보의 국 

제표준기반 풍합 모빼링 및 바이오 EMR 연동기술 개발 

퉁이 이루어졌으며， 총셜 5연， 국내 학술지 논문 16연， 

국쩨 학솔지 논문 27편 퉁의 학숲척인 성과플 거두었다. 

@인사사항 

양미회 교수가 2004년 3월부터 의국장융 맡게 되었 

고， 강대회 교수가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 장기연수 

(2004.9. 1-2α16.8.31)톨 받기 위하여 출국하였다. 양미 

회 교수가 2004년 9월 숙명여대 약대로 전칙하였고， 흥 

융철 교수가 2004년 9월 기금부교수로 신규벨령율 받 

았고， 2004년 9월부터 의국장율 맡게 되었다. 

@수상내용 

강대회 교수가 셔융대학교병훤에서 ’젊은연구짜상j표 

창장과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똥아학슐상’을 수상하였고， 

강대회 교수와 양미회 교수가 한국 과학기슐단체 총연 

합회얘서 ’1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장l융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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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영 학회필동 직 위 일자 

조교수 김주한 대 한 의 료 정 보 학 회 학 슐 이 사 2002. }-현재 
대 한 의 사 협 회 정 보 흉 신 이 사 2003. 5-현재 
한 국 생 물 청 보 학 회 학 슐 부 위 원 장 2002. }-현재 
대 한 신 경 쟁 신 의 학 회 간 의 원 2003. 8-현째 

E킨 훨育現況 @ 대학원과정 

’ 2004년 1학기 개셜과목 
@학사과정 

, 학생주도 연구실습 (4Q) 

만성병역학욕롱 : 답당교수 안융욱， 유근영， 박병주 

직엽성 질환감시체계: 담당교수 조수헌 

의료 갱보학특강: 담당교수 김주한 

• 2004년 2학기 개설과목 

각 실습조 별로 관심있는 주제률 선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연구 계획 및 실채 연구 수행을 한 결과애 대해 

전체 발표시간융 통하여 부촉한 점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융옹 조별로 선쩡한 연구 주제로 4Q에 1학 

년의 연구 실습이 행해졌다. 

임상역학륙룡 : 담당교수 안융육， 유근영， 박병주 

환경독성학 : 담당교수 흉윤철 

유전체갱보의학 : 담당교수 김주한 

@학위 수여 

· 박사 

성 명 

홍혜컬 

임영기 

。。l 준 

박태원 

최지엽 

, 석 사 

논 E C3: 목 

충년남성의 생활슐판요인이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 : 코호트 연구 

저준위 방사선 노춤과 암 발생과의 판련성에 관한 코호트 연구·원자력발전소 총 
사자률 대상으혹 

주요 암의 소독계충간 생존율의 차이 
(유·예방가능한 암 초기사망의 질병 부담 연구) 

한국인 주의력견휩 과잉운동장애와 도따민 D5수용체 유전자， Dopa때ne Beta 

Hyψoxylase 유전자 다형성의 판련성: 가족기반 연구 및 환자대초군 연구 

한국인의 골다공총 유병융 빛 몰밀도애 관여혀는 유전자 다형성의 용차역학적 연구 

성명| 논 문 쩨 록 

김 화 청 | 노인 인구에서 홉연과 대장암 방생 위험간의 관련성 구명을 위한 효트 연구 

일 자 

2005. 2 

2005. 2 

2005. 2 

2004. 8 

2004. 8 

지도교수 

안융욕 

유근영 

유근영 

강대회 

강대희 

지도교수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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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그 

tr 
C그 

tr 논 

5. 이보용， 박혜숙， 김영주， 박온해， 훌효철， 하용회. 대기 
오영 노출이 출산시 태아애 미치는 건강영향. 예방의학 

회지 2004; 37(4): 291-앙9. 

번호 논 

6. Ha EH, Lee BE, Park HS, 찌m YS, Kim H, K피1 Y), 
건으ng_y드， Park EA. Prenatal Expos띠-e to PMIO and 
Pretenn BI뻐 야W않n 1잊)8 and2α)() in S∞uJ， Korea. 
예방의학회지 2004; 37(4): 뼈-305. 

@ 국제학슐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r 논 번호 

a 

-
ι
 1. Kim DH, 쁘암j으， Lee BH, Tsuji E, Kiyohara C, 

Kono S.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atase poJy
morphism, alcohol intake, and risk of colon and 
rectal cancers in Korea. cancet Lett 2α>4;216: 1 99-205. 

2. Kim SU, 야e KM, Park SK, Y으) KY, Noh DY, Choe 
K), Ahn SH, Hirvonen A, 월.!l&..요. Genelic poly
moφhism of glutathione 5-transferase Pl a때 breast 
αncer risk. ) Biochem Mol Biol 2004; 37(5):582-5. 

3. 냥e SA, κm JW, Roh ]W, αlOi )Y, Y요쁘， Song 
YS, 쁘n&..요. Genetic PoIymorphisrns of GS"매1 ， p21 , 
p53 and HPV Infeαion with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G뼈∞|。휠CaJ Q，rol앵y 2<X:껴:93.14-18. 

4. Kim SU, Lee KM, Park SK, Y와쁘， Noh DY, Choe 
K) , Ahn SH, Hiπ。nen A, 쁘.!l&..요. Genetic Poly
morphism of Glutathione S-transferase P1 and Breast 
Cancer Risk. )oumal of Biochemisuy and MoIecuJar 

Biol앵y. 2004:37(5):582-5. 
S. )eon YT, Kang SB, 쁘.!l&..므， y으L효y， Park IA, Bang 

Y) , Kim JW, Park NH, Kang SB, 야e HP, Sα19 YS. 
Cycl∞xygenase-2 and p53 Expressions in 당업O 
metrial Carlcer. Cancer Epidemíol앵y Biomarkers & 

Prevention.2004:t3(9) 153842. 
6. Seo SS, Song YS, 뭘!lB...으， Park IA, Bang Y), Kang 

SB, Lee HP. Expression of 야d∞>X)'genase-2 in asso
ciation with CJi띠απ>ath어<>glcal prognO!피c factors and 
molecular markers in epithe뻐 。varian cancer. Gyne

cological on∞logy. 2004:92:927-935. 
7. Lee SA, .!S:앨&요， JlrlShio H, Lee M), Kim DH, Yoo 
쁘， Ahn SH, choe KJ, Hírvonen A, I':oh DY.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Polymorp비sm， 

Diet, and Breast Cancer in Korean Women. Experi
mental 때d Molecular M혀icine. 2004:36(2):11~12. 

8. 3. 버n W, 쁘뿔딛， park IA, Kim SW, Bae )Y, ol따앵 
KW, I':oh DY. Associations betw않n breast cancer 
S따ceptib피ty gene polymoφ비srns and clinicopathc• 
l앵CaJ fearures. oinic퍼 cancer Re풍arch ~씨:10: 124-1. 

9. Ito H, Matsuo K, Hamajima 1':, MilSUφrrú T, Sugiura 
T, Saiω T, Y잃ue T, Lee KM, 쁘!l&..요， Yoo쁘， Sat。

S, Ueda R, Talima K. ~vironment interactions 
between the smolòng habit and polymorp비srns in 
rhe DNA repair genes, APEl Aspl48G lu and XRCCl 
A명399Gln， in )aparlese lung cancer 따k. Carcino
genesis. 2'α)4:25(8):1395-14. 

10. Shin A, Choi )Y, Chung HY, Park SK, Shin CS, Choi 
YH, Cho SI , Kim DS, Kim 01, Lee KM, Lee KH, y뜨L 
KY..!S:띤&요. prevaJence and risk factors of d냉31 

forearm and calcaneus ∞ne mineral density in 
Korean population. ost∞porosis Internationa.1. 2004: 
15:639-644. 

11. Park SK, Yim DS, Y，∞n KS, αlOi 1, α。i π， y얀L 

KY, Noh DY, Choe K), 서1n SH, Hirvα1en A, 얻n&.. 
Q. Combined effeα 0( GSTM1, GS7Tl, and COMT 
genαypes in índividual breast cancer risk.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rnent.2004: 11(88):55경2 

12, 값m B, 쁘!l&..요， choi IS, Wei Q. R야:>air 0( 때to

mycin C α"QSS-파1ked DNA in mammallan cells mea
sured by a host ceU reactiva디on assay. Molecules 
a찌 αIls. 2004:18:249-2, 

13, 쁘!l&..요， And끼어e GL, Van de V，∞ren RC, Crawf。벼 
D. αùa D, Urban DA, Reding D, Huang WY, Hayes 
RB, Risk Behaviors an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JU lnternatiαl3!， 2α)4: 93:1241-12. 

14. Han W, Kim SW, park IA, 쁘n&.요， Kim SW' Youn 
YK, 아1 SK, Choe K), Noh DY. Young age is an 
independent high risk factor of relapse after oper
ati()n for breast cancer: a case ∞ntrol srudy. BMC 
Cancer. 2004:4:82. 

15. Jih∞n Kim, Hee-J∞n Chung, Chan Hee park, l!!_ 
건짚L1잎민. ChromoViz: Multím여al Visua따ation of 
Gene Expression pr얘Je onro olromasome u:왜18 Scal
a버e Vect!X Graphics, Bìoinforma따:s2OC껴;20:1191-1 192. 

16. Y앨&꾀， Coles BF, Capol"dSO NE, Choi Y, Lang NP, 
Ka띠uba.r FF. Lack of 싫sociation 냥tween caucasian 
lung cancer risk 없xi 06-rnethylguanine깅na methyl
transferase-c여on 178 genetic φIymαp비sm. ωng 
Can∞r， 2004 )un;44(3):갱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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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강대회 

홍윤철 

양미회 

김주한 

연 구 제 묵 지원기관 

국 렵 암 샌 타 
보 건 북 지 부 
과 학 기 술 부 

서용대학교병윈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북 지 부 

한국과학재단 

보 건 복 지 부 

한국환정기솔진흥원 
산 업 자 원 후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놓 업 진 흥 청 

식 약 챙 

과학진홈재단 
보 건 북 지 부 

비고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암 검진 문진표 개갱율 위한 시범사업 계획 

신 암정복10개년계획 수립 - 한국인 암 장기추세 및 개인 위험도 예측모웰 개발 
인터넷과 @α에 기반한 다기관 잉상시험 관리 및 풍혹 시스댐 개1황 연구 

l풍급 병용금기약훌 처방양상 및 약훌유해 반용 발생에 대한 약물역학적 연구 
노인 인구에서 용푸와 위암 발생간의 연판성에 관한 코호트 연구 

우리나라 골다공충의 발생규모 추갱 및 관련 유전자 검색 

약용휴전체연구사업 

한국인 유방앙 방생에서 low penctrance 유션자 Sf\'Ps와 Dl'XA유전자 흔상북 
구놓의 역할에 관한 분자역학적 연구 

대기오염과 호홉기질환관련 생체지표률 이용환 분자역학연구 

황사에 의한 건강 위해도 지표 기숨 개발 
송전선로 주변의 션차파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척 죠사연구 

대기오염이 호홉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분자역학조사기반의 환정오염물질에 의환 뇌졸중 및 예암의 위빼생 명가 

한국산배의 건강기능성 연구 

약용유전정보률 이용한 암 치료 임상시험연구; 내분비장얘율질명가 

한국인에서의 환정 호르몬의 건강위해 연구 
휴전자칩을 이용한 인째 조혈세포 방사션 조사 관련 유전자 발현 프로따일 획 

득 및 방사선 발암기천 연구 

약용유전쳐l연구사업단 
임상청보와 바이오갱보의 국재표준기반 흉합 모댐령 및 바이오 EMR 연풍기 

슐개발 



2004년 9월 석사과갱에 입학하여 한국형 삼일열 말라 

리아에 대한 연구률 수앵하여 왔다. 신성화 션생운 

2004년 9월 박사과갱에 입학하여 간홉충얘 대한 연구 

률 수뺑하여 왔다. 

기생충학 강의와 실습 수엽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 

고 여러 의과대학 및 대학원얘서 의뢰한 초청강의훌 진 

행하였다. 국내외 학슐지에 많은 논운율 루고하였으며， 

구충 효파 개선율 위한 서방성 프라지환탤 체제 개발율 

위한 연구활동 결과와 간홉충 및 주혈홉충의 치료효과 

개선율 위한 ’서방생 프라지환탤융 포함하는 조성훌J’율 

특허 둥혹하기도 하였다. 국내 잔홉충중의 효융척인 진 

단방법 개발율 위한 간홉충 특이항원의 재조합단맥질 

제조， 스파르가늄의 칼숨소체에 대한 기능과 륙성에 대 

한 연구， 삼일열원충 표연단백질의 연역학척 혹성 환석 

과 이를 이용한 백신 개발， 톡소포자충 국내충주의 확 

립과 진단융 위한 싸t 개발 및 o}--우스의 서율주격홉충 

감염 시 숙주 사망 원인으로서 연역병리학척 요인의 

@인사시항 

직급 성명 

기생총학교일 • 91 

규명 퉁 여러 연구 과채훌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학 방 

전융 위혜 우리나라에서 벌표된 인체 및 수의 기생충 

fauna률 총 청리합과 동시에 도강재착 작업도 수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률은 체계척인 정리 작업과 훈 

석융 용해 국내학슐지에 9연의 논문이， 외국 SCI 학슐 

지에는 8연의 논문이 게찌되었다. 쿄수률의 국제협력 

연구 또는 기생충 관리사업 자문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라오스 및 충국에 대한 기생충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서 

융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파 국가척 위상융 높이 

는 일톨융 수행하였다. 

봉사 실척으로는 인간생명과학연구단 BK21 (의치약 

학부 단장 및 간사)， 서융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 

장)， 대학기생충학회 (연집위현장， 편집위원 및 학슐부 

장)， 대한의학회 (기획위원)，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혐 

의회 (기획명가 위훤장) , 감염병 연구소 업무 (소장 및 

기획위원)，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 업무 (전문위원) 둥 

융 두루 수행함으후써 풍공 업무에 룡사하였다. 

민사내용 일자 

주 임 μ ..... ι -ι‘「 채총일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 재임용 2004. 7.16 
교무부확장 홍성태 교무부학장 임용 2004. 4.18 
i휴 교 ,‘- 최민호 인간생명과학연구단 간사 2004. 4.17 
기급조교수 신용회 기금조교수 임용 2004. 8. 1 
BK 계 약초교수 국상미 BK21 계약조교수 임용 2004. 6. 2 
죠 교 갱병석 재임용 2004. 3. 1 

i!f;‘- 교 박찌환 재엄용 2004. 9. 1 

@해외 연수 

박사과정 장흥만 선생과 연구원 김온민 선생용 일본 효 

고의과대학얘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 

월간) 단기연수률 시행하여 간홉충의 재감염 동용얘서 

의 저항성기전에 관한 연구의 일부훌 수행하고 귀국하 

였다. 

@학회임원훨동 

직 굽 성명 인사내용 일자 

‘j! 수 채종일 대한기생충학회 명의원 1983- 현재 
대한기생충학회 국제교류위윈회 위윈장 2001.11-현재 

교 「J ‘- 홍성태 대한기생총학회 명의원， 휩집위현장 1999.11-현재 
부교수 최민호 대한기생충학회 명의웬， 편집위원 1999.11-현재 

학슐부장 2003.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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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수) 
4월 9일(곰) 

질면모충， 파동연모충， 리슈만연오충， 뱅애서 고충 및 서울주걱홉충 유충훈리， 혹소 
포자충，작온와포자충，예포자충 

말라리아( I ) 
말라리아(11 ), 혈액도말 및 염색， 채혈 (EUSA) 

@ 대학원 과정 

가)대학원생 

박사 3년: 고법민， 이근찬， 이수근， 이순육， 임얘분， 

장흥만，정병석 

박사 2년: 박재환， 박종수， 이준행 

박사 l년:김준성，박영진，박일찬，신성화，전연숙 

석사 2년: 김동회， 심주현， 차성덕 

석사 1년:김효진，장병찬 

@학위수여 

· 박사 

성영 논운재목 일자 지도교수 

임얘분 안질환 환자에서 분리한 혹소포자충 한국 분리주의 병훤성 검사와 생툴학척 2004_ 8 채종일 

및 유전학척 륙성 분석 

이수근 선모충 및 그 분비항원 X펙융 받옹 흰쥐 근모세포에써 mκ뿔1Ïc 뺑u1atory 2004. 8 채종일 
factor(MRF) 발현 양상의 경시척 관찰 

이순육 간홉충 빼타 휴블린 유천자의 블로닝 및 특성 규명 2004. 8 홍성태 
장흉만 흰취에서 간홉충의 재강영과 충혹감염에 대한 숙주반용 분석 2004. 8 홍성태 
이춘행 참굴큰입홉충 감염 마우스에서 첨막 배새포 얀용 및 이에 대한 CD+T 세포의 2005. 2 채종일 

역할 
정병석 간홉충 강염자에서 싸이토카인 유전자 다형성과 담판벽 섬유화의 연관성 2005. 2 홍성태 

, 석 사 
성영 | 논문채목 

성 주 현 | 만손열두죠충 유충과 성충의 밥육단계별 특이유전자 딴현 분석 
차 성 덕 I D다PCR옳 이용한 만손영두조충의 유충과 성충 유천자 비교분석 

일자 

2005. 2 

2005. 2 

@외부대학 훌강현횡 

대학명 교과목학기 대상학생 시'-~ 참여교수 

강 원 의 대 기생충학및실습 의2 4 채종일，홍성태，최민호 

가 훌 릭 의 대 기 생 충 학 의2 5 채총얼 
가 쳐‘- 의 대 기생충학및실습 의l 63 채종일，홍성태，최민호 

건 국 의 대 기생충학및실습 의1 4 채총일，최민호 

단 국 의 대 기생충학및실습 의2 2 채종일 

중 앙 의 대 기 생 충 학 의2 4 채총일，홍성태 
율 산 의 대 기 생 충 학 의1 6 채종일，홍성태 ， 최민효 

인 하 의 대 기 생 충 학 의2 4 채총일 

여‘- 의 대 기 생 충 학 의2 2 채종일 

한 립 의 대 기 생 충 학 의1 2 채총일 



@ 국채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
-
ι
 1. Choi BI, Han )1<, Hong ST, Lce 빠i (2004) CJo

M하j잃is al념 chola뺑ocaπinon월: etiol앵c reIaωnship 

and 띠13ging diagn05is. din Miα'ObioJ Rev. 17(3): 
%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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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
ι
 2. Choi D, Hong ST, Lim ]H, Cho SY, Rim HJ, Ji Z, 

Yuan R, Wang S (2004) son앵-ap비c fìnψngs of active 
Gonα'Chis 꾀JenSis infection. J CJin 미tnsound. 32: 
17-23 

효
A
 
-빼

 
-

국
 
-앨


@ 
-e 

논
 

a 

-
ι
 1. Chai π (2004) FαxJ.bome intestinal trelll3t여i-ases in 

Korea and Asia. EMOP-9. p280. 
2. Park ]H, Guk SM, Shin EH, Chai JY (2'α)4) 깨e 

싸netics of myoge띠c regulatory faαors (MRFs) in rat 
myφlasts stimulated with TrichinelJa sp.따lis wonns 
andù뻐r exaetory -seaetαypr여uctS. 다fOP-9. p376. 

3. Shin 타i， Guk SM, park ]H, α13i JY (2004) 까11 type 

T cell response and the roIe of lll30야>-hages in the 
pl'O(ective immune responses of mice infected with 
'̂eodiplostOtnum seoulense. EMOP-9. p535. 

4. Guk SM, Park ]H, Shin EH, Chai JY (2004) Role of 
CD4+ T ccll in mucosal goblet cell hyperpl-asia in 
mice infected with Gymnophalloides seoi. EMOP-9. 
p540. 

5. Hong ST, Lee SH, Lee 5J, 에10 WG, Lee MJ, Li S, 
다lung BS, seo M, choi MH (2004) S‘.lStained-release 
pra깅quantel tablet: pharm-a∞kinetics and the treal
menl of dor‘orchias냐 in bea밍e φgs. EMOP-9. p280. 

6. 니 S, Hong ST, αlOi MH. Hong SJ (2004)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beta-tubu피1 gene of Oono.π:his 

sinαlSis. EMOP-9. P정6. 
7. U S, Chung BS, 마oi MH, Yu JR, Hong ST (2004) 

Male reproduαive organ speçific antlgen prαeins of 

번호 논 
a 

-
ι
 Oono.πms s따ensis. EMOP-9. P쟁6. 

8. Choi DI , Hong 5T. Chung BS, Lim JH. cho SY, Rim 

HJ, Ji Z. Yuan R. Wang 5 (2004) Sonographic 
fìndin훌 。f active Oonor바is 화lensis infection. 
타1i0P-9. p297. 

9. Zhang HM, 야e æ , Li S. Choi MH, Hong ST (2004) 

L.eÙl31 effecrs of ammonia on metaCCl'Cllriae of 0，σ 

norchis sinensis. EMOP-9. p25얘B. 

10. 강13ng HM. αlOi 빠i. Yu JR. Hong ST pl'O(ective 
responses against reinf없ion wilh Oonorchis sinensis 
in ral. 티에OP-9. p280. 

11. Cho PY, Kim SY, Kang SY, Hong ST, Choi MH, 
Hong SJ (2004) Oonorr:his sinensis WD-repeal 
prαein: molecular c10r피Ig， expression and biol앵icaJ 

characterization. 타IiOP-9. P엉7. 

12. chai π. Mcxle of 띠m피ssion c:i A.SCmS J，띠rixicαd:!5 

to 뻐mans: e디&때OJ(횡CaJ and 냥j명뼈l 에ew 뼈nlS. 

The 1αh Korea-Japan 뼈rasit여앵파s’ scminar (Forum 
Cheju-l0). NagasakJ U띠versity， Japan, 2004. 11. pl. 

13. Hong ST. Mechanism of habitat selection in the final 
host by Oonorchis 꾀엉않s. (Forum Cheju-l0). Na뽕saki 

UnJversity. Japan, 2004. 11. 어. 

@록허흩원 

훌윈인 제목 흩원일자 흩원국 훌원상태 

채총일， 흥생태， 조숭열， 한 신， 간홉충， 혜홉충， 유구낭미충， 고충 감 2001. 5. 대 한 민 국 총현 

조일환 영충의 효소연역키트 

홍성태，이송진，고원규，주갱철 서땅생 프라지환탤율 포함하는 if:;성훌 2002. 4. 남아프리카 출원 

공 화 국 

홍성태，이송진，고원규，주갱철 서방성 프라지환탤율 포함훌}는 조성물 2002.10 대 한 민 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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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학교실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빠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디 敎훌를名뿔 

뺑
 

뼈
혀
 

사
η
 

춘
 인
 

얘
 챔
 

익
 
주
 익
 
규
 
주
 
호
 
흉
 
선
 
광
 
령
 
준
 경
 

짧
 챔
 쐐
 뼈
면
 
뺑
 원
 빡
 캠
 빼
 야
였
 
챔
 햄
 

수
 수
 수
 수
 료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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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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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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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비고 

신규임용 

일지 

2004. 8. 1 

낌 主훌活ti훌I를 

@인사사항 

직급 

기급조교수 

@ 학회입원훨동 

직급 성영 학회영 직위 일자 

교 수 황상익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2003.11-
한국생명융리학회 회장 2004. 5-
대한의사학회 연집인 2003. 5-

기 급 깅욕주 한국과학사학회 총무이사 2003. 11-
초교수 2005. 2 

한국생명윤리학회 총무이사 2004. 5-
대한의사학회 국제이사 2003. 5-

3 
2 
1 

수
 3 
2 

사
 사
 사
 사
 사
 사
 

바
「
 바「
 바「
 서「
 서
「
 서「
 

[]] 敎育現況

(j) 학사 과정 
， 봉교 

교과목 홉시간수 

4시간 

17시간 

.쿼터 학기 학년 

의학개륜 
의사학 1, 2 

의예과 2 
의학과 I 

• 타 대학 
대학영 (학과， 학년) 쿄과목 학기(쿼터) 총시간수 참여교수 

단국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매주 2시간 황상익 
생융판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1 (1) 매주 2시간 황상익 
인재대학교(의학과 3학년) 의사학 1 (1) 총 4시간 황상익 
통신대학교(한의예과 1학년) 의료윤리학 1 매주 2시간 황상익 
강왼대학쿄(의예과 2학년) 의사학 2 (3) 총 4시간 황상익 
경상대학쿄(의학과 1학년) 의학과사회 2 (3) 총 14시간 황상익 
통신대학교(한의예과 I학년) 비쿄의학론 1 매주 2시간 황상익 



@ 연구비 수혜 현횡 

연구자 연구제목 

황상익·김육주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션앙 

김육주 세포용용연구 판련 융리프로그행 개발 
김육주 서율대학교 연구용리심의위원회 셜쳐 및 

운영지칭 개벌융 위한 연구 

[]] 其他훌11 

2003. 7. 1. - 2004. 12. 31. 황상익 교수， 대용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웬 

2004. 6. 13. - 6. 17. 황상익 교수， 북한 방푼 (북한 

어린이 의료 지원 및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 협의) 

2003. 5. - 2004. 4. 황상익 교수， 한겨레신문 ’황상익 

컬럽’ 연채 

2003. 10.- 2004. 10. 황상익 교수， 시민방윈R-lV) 주 

간 시사토론 프로그햄 ”난장” 사회 

2005. 2. 6. - 2. 11. 황상익 교수， EBS 기획혹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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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핀 

2004.11-2005.10 서율대학교 룡일학연구비 서율대학교 
2003. 7-2004. 3 과학기술후 

2004.12-2005. 5 서융대학교 

명과 의학” 

황상익. 줄기세포 연구의 융리척 푼채. 주간과학문화 

2004년 4월 10일. 

황상익. 서명 _ r독감」 μ}어언스팩스， 2003년). 륙앤이슈 

2004년 4월호 

황상익. 인간배아복재의 문째정률 - 대안용 었다. 월간 

흙내 2004년 9월호 pp.51경3 

황상익. 사립학교법 논쟁 ”민주주의 배용터 되찾는 길” 

문화일보 200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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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敎育現況

@학사과정 

혁 과 회 년 학 기 쿼 터 총시간수 교과목명 

의 학 과 4 2 3 12 법 의 학 

의 학 과 2 1 16 법 의 학 
법 학 과 4 2 48 법 의 학 

@ 대학원과정 

교 과 모...， 개설학기 시간수{실습) 학접 담당교수 

법 의 부 검 연 습 2 (2) 3 이숭혁 

의 료 법 학 2 1 2 (2) 3 이융성 

사 앙 기 전 혼 2 2 (2) 3 이용성 

법 의 유 전 화 2 2 (2) 3 이숭혁 

@학위수여 

• 석 사 
성 명 

갱종민 

논
 

a 

-
ι
 

저| 목 지도교수 

이숭덕 한국인에서 미토론드리아 DNA 다loop 부위의 이형세포철생 양상 

@ 외부대학 훌강현황 

대 학 과 목 영 학 기 총시간수 장 여 교 수 

경 찰 대 학 교 볍 의 학 10 이갱빈 
볍 무 연 수 원 법 의 학 33 이갱빈 

인 채 대 볍 의 학 16 이갱빈 
사 법 연 수 원 파학수사롤 18 이융성 

인 하 대 볍 의 학 1 10 이융성·이숭덕 

경 상 대 법 의 학 8 이율성 
충 북 대 법 의 학 2 16 이융성 ·이숭덕 

단 국 대 법 의 학 2 16 이숭댁 

강 씬 대 법 의 학 2 12 이숭택 

성 균 판 대 법 의 학 2 2 이용생 

E낀 맑究活IJJ훌I톨 

뺀
 
-辦{뱀

 

m 
-

논
 

g 
ι
 

일 시 

2004 1 Chorionic Plate Vessels as an αígin of Amniαic Fluid Neutrop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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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관리학교실 (Dep빠ment of Health Policy and 빼nagement) 

띠 敎훌를홉. 

主 ff It 授 ~홈益 

敎 授 $~~ 

IJJ 敎 뺏i: '* 
챔 찌 훨 흩 許$ii!Sm" 뻐 훌 훌 金~t읍 
招 "IJJJ 률k 授 李.求 梁켜~II 文협珠 
• 攻 훌 

三 年 次 후il를 = ~ 次 朴후. 
年 次 Uto해.m훌훌 

大 ~ 院 生
tt 土 ø ￥훌 
修 7 훌rr빼 柳元~~깨}L를 

뿔흉$n후~1l ~￥ •• 
~ 후il. 

~ 朴훌’f ì야斗，. 

‘I 土 ø ￥훌 
’훌 7 

年 t~洙

年 n뼈훌 

쩍 ~ • Jt톨톨 
- 般 를 톨 金澈. 朴~f씨 

띠 主홈活ti훌I훌 

@총론 

서옳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용 1987년 9월에 국내 최 

초로 설치되어 연구와 교육 활동융 담당하고 있다. 본 

교실용 ’보건의료’훌 연구대상으로 하며， 의학과 함께 

사회과학 및 인푼과학 훈야의 지식과 방법론융 활용하 

여， 보건의료와 판련된 채반 현상융 분석하여 그 기전 

율 이빼하고 구체쩍인 대안융 개발하고 있다. 

2004년도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요 연구활동 내용으로 

는 용급의료 수가체계 개션 방안 연구， 장애인 보건의 

료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연구， 공공명씬 확충방안 개발 

얘 관한 연구， 의료정보채풍시스댐 구축방안 연구， 한 

국인의 철병부담 혹갱융 통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얘 

판한 연구(4차년도) , 심사효융화방안연구 퉁이 었다. 

교육분야얘서는 학부， 대학원 및 전공의 교육이 활발 

하게 이후어졌다. 

먼저 학부 교육용， 의예과 2학년 1학기에 의학개혼， 

의학과 1 ，2학년애 환자/의사/사회 강의， 의학과 4학년 1 

학기에 의료관리학 수업을 했으며， 의학과 4학년율 대 

상으로 지역사회의학 강의와 함째 정기도 지역과 서율 

시 성욕구에서 지역사회의학 실습율 매주 진행했다. 또 

한 의학과 4학년융 대상으로 의료법규를 강의했다. 

대학원 교육은 2004년 1학기에는 신영수 교수의 의 

료관리연구방법혼， 김용익 교수의 의료청보학 세미나 

용， 2학기에는 신영수 교수의 용급의료갱왜흔 륙강， 김 

용익 교수의 고령화사회 보건의료갱책흔 욕강이 진행되 

었다. 

천공의 교육으로는 매주 4회의 세미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Topic Re찌ew， 금요청책써미나， Book 

Reading, QA세미냐， 풍계학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의료 

관리학 각 분야의 천문가률 초뱅빼 최근 연구 및 청책 

동향에 판한 지식융 습득하는 St.aff Leaure가 열렸다. 

또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혹강 및 세미나가 단기척으로 

이루어졌다. 

뺀， 신영수 교수는 2004년 11월 대한예방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용익 쿄수는 대통령자문 갱책 

기획위웬희위원， 용척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웬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위원， 보건행갱학회 회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둥으로 

활동하였고 2004년 3월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훤 

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융 교 

수는 혐재 대한 의료정보학회 연집위웬회 부위원장과 

대흉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천푼위원， 건강 

보험심사명가현 상근심사위원， 보건의료갱보표준화위원 

회 위원장직율 맙고 있다. 



@대학원과정 

가)개설강화 

Þ> 1학기 

신영수，의료관리연구방법론 

김용익，의료정보학세미나 

Þ> 2학기 

신영수， 용급의료정책홀 혹강 

김용익 ， 고령화사회 보건의료정책론 륙강 

@학위수여 

• 석 사 
성명 논 I cE:‘ 찌 목 일자 지도교수 

흥두호 소묵계충애 따른 암 환자의 진 2004.8 김용익 

단시 명기에 판한 연구-6대암융 

중심으로 

이충규 융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2004.2 김용익 

질병부답 측정에 관한 연구 

• 박사 
성명 논 E C그r 지| 목 얼자 지도교수 

조성진 갱신요양 및 부랑인 시성 업소 2004.2 김용익 

자의 갱신질환 유병홉 용포 및 
의료추구행위 

E낌 흙훌i홉l1J훌I홉 

(j)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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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매주월요일 

매주화요일 

때주수요일 

매주목요인 

매주금요일 

Staff lecture 
Topic Revicw 
QA 및 용계학새미나 

Book Reading 
청빽세미나 

나)연수교육 

- 대한예방의학회 

춘계학슐대회(2004.5.7) 고려대학교 

LG-POSα〕 정영관 

추계학슐대회(2004.10.28-10.3이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 2004년도 전공의 연수교육(2004.7.7-9) 

천안상혹리조트 

- 한국보건행갱학회 

전기학술대회(2004.5.28) 고려대학교 

LG-POSC。 경영관 

후기학좋대회(2004.11.11 -11.12) 연써대학교 

원주캠퍼스 

강의/실습 

4/0 

번호 
a 
I 논

 
논
 

번호 
a 
Z 

1. 도영정， 윤석준， 이충규， 권영훈， 이상일， 김창영， 박기 
동， 길융일， 쇠멸순. 한국인 철병의 장애가충치 측정에 
관한， 연구: 호주가중치와의 혹갱결과 비교홉 중심으로. 

예방의학회지 2004;31(1):59-71. 
2. 도영경， 이진용， 좌효잎， 권영훈， 이상일， 김창엽. 탤따 
이법읍 활용한 총양분야FDG PET의 경재성 평가 연구 
우선순위 선갱. 보건행정학회 2004;14(3):45-65. 

3. 좌윷， 안회청， 이숙향. 약물부작용감시청보시스댐. 한국 
임상약학회지.2004; 14(1):3&45. 

4. 좌효. 위해 사건 강시쟁보시스댐I총껄1. 대한의료청보학 
회지.2004;10(3):211-222. 

S. 장빼정， 심재선， 좌효. 소비자 혹성별 건강갱보 창근방 
법. 대한의료청보학회지.2004;10(4):4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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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공학교실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띠 훨훌I홉톨I 

主 任 률k 授 朴:>Y;.

敎 授 llIJ困九

흩~ Iì 홈 훌홈’‘ 
助 Iì ~률 훌훌효 

大 !톨 院 生

tt 土修 7 죠 ~ 朴盛m
tt 土 四 ~ 朴홈” 
빠 土 三 年 徐훌tl 

1훌 土 = ~ A!~예Ii 
tt土없슴二年 톨IJ.훗 

삐土-年 .. 훌훌 
iI 土 二 ~n윷훗 
iI 土 - 후 훌昇흙 

iI 土 - 年 **$ 

@인사사항 

직 명 

IIJlt~룻 

@ 학회입원활동 

직 릅 성 명 

fk ~ 朴}tjl 대 한 

밍 主훌홉l1J훌I를 

CD 총 론 

인 사 내 용 

.. 2월 11일자로 기금부교수로 재직하던 김회찬 교 

수가 천임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 

.. 3월 l일 박사과갱애 한숭번이 입학하였으며， 석사 

과청애 김송회， 총경준이 입학하였다 . 

.. 5. 7-8 제%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춘계학슐대 

회가 대구 컨뺀션 센터(당∞)얘서 ”배iquitous 

Health care’ 주제로 개최되었다 . 
.. 10.27-28 양일간 생체계촉신기술연구센터에서 

International Ubiquitous-Healthcare Conference 

률 .u-Hea빼care 21뼈 주째로 국체 학슐대회률 

개최하였다 • 

.. 11.26 째31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가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에서 개최되었다. 

비 고 

기급￥교수 • 전임 푸교수 발령 

학 획 영 직 위 일 자 

쳐』 자 공 학 회 면 집 위 원 04. 1.1-04.12.31 
lì 톨 t~~，앨 세 째 의 공 학 회 (WC2α>6) 사 !f 총 장 04.1.1- 04.12.31 
fì 톨 
at ~ 
IlJfXj릇 

I1JfX~ 

메fX~ 

@기타륭사훨동 

직급 

fX ~ 
댐Ø:~ 

t~~. 대 한 PACS 학 회 기 획 。l 사 여. 1.1 -04.12. 31 

U~. 대 한 의 료 갱 보 학 회 이 사 얘. 1.1 -04.12.31 

훌홈* 대 한 의 용 생 체 공 학 회 총 무 이 사 04. 1.1-04.12.31 
i:~. 대 한 센 서 학 회 면 집 위 원 04.1.1-04.12.31 
훌훌릎 대 한 의 료 갱 보 학 회 총 우 。l 사 04. 1.1-04.12.31 

기판명 | 직 위 | 일자 

보 건 북 지 부 | 보건의료 차세대성장용력 총활 추진위원회 위웬 I 2004.1.1-3.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슬풍급명가위원 I 2002.4.13-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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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제 목 

디지털 영상처리를 이용한 당뇨망막병충외 갱량척 폼석에 광한 

연구 

일 자 

2005.02 

지도교수 

박광석 

III 흙究現況 

@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효 운 으
 
” -논 번호 논 

1. 박종열， 박찬영， 민병구. 사이드 훌융 가진 케늄라에 관 
한 수치혜석척 연구. 대한의용생체용학회지. 2004;25(6) 

489-496. 
2. 민병구. 인용신장 기슐외 벌전 • 혈액투석.M어ícal 

postgraduatcs. 2004;32(6):336-343. 
3. 박팡석， Application of BioelectricaJ Sí맑aJS. 한국정밀 
공학회지. 2004;21(4):1까23. 

4. 신흥법， 한총회， 정도언， 박팡석. Autornatic Detα피onci 
Suge 1 Sleep. 대한의용생체공학회지. 2004;25(1):11-19. 

5. 이채성， 이홍수， 김석기， 박팡석， 이상건， 갱중기， 여명 

휠. 인풍신경회로망율 이용한 뇌 F-l8-FDG 자풍혜석:내. 
외혹 촉두엽간질의 강별. 대한핵의학회지. 2004;38(3): 

23H40. 
6. 권배주， 한문희， 이송로， 합창곡， 김회찬， 장기현. 삼차원 
회전형판영상에서 방생하는 영상 왜곡 요인에 대한 모 

형 연구.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4;50(3):159-165. 
7. 한송빈， 최진육. 혹약된 UMlS 빼타시소러스톨 이용한 

효과척인 정보검색 월의어 확장에 대한 연구. 대한의료 

갱보학회지. 2α껴;I어1):4~53. 

@ 국채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
ι
 

a 

-ι
 

번호 논
 

1. )í띠13n <ll띠'1&， Wook Eun 찌m， )ung)∞ l.ee, Kyou맹 

Won N때1 )aes∞n Choi, )un w，∞ Park, Chan Young 
park, Kyung Sun and Byoung G∞ Mín. Assessmenl 
and lmprovement of the System Efficiency For the 
Movíng-actuator T'ηJe Bi-venlricular Assist De띠ce. 

ArfíIìdaJ Organs. 2004;28，φ:554-560. 

2. )ung )∞ l.ee, wook Eun Kím, )aes∞n Choi, )un 
W∞ Park, )inhan Chung, Kyoung Won Nam, Sung 
Keun Park, Ho Sung Son, Kyung Sun, Byoung G∞ 
Mìn. Robust M여orS야ed COntrOI Under Tune Varyíng 
Loads In M。‘ri.ng Aαuator Type Artificial H앙nμny
Hean). Intema따131)ωm외 of A1t떠'ciaJ ot흉ns. 2004; 
27(9):787-795. 

3. Ky'ωng Won Nam, )~바13n Chung, Wook Eun 따m， 

Kyur쟁 Sun, Byoong G∞ Mín. Dev리opπlent of 
Û)Unterpulsation Al땅i따n for a Movíng‘actuator 꺼pe 

Pulsa띠e LVAD. Intemadona1 )ω17)31 of A.πifìcial 

Q흉ns. 2004;27(1α:882.용~. 

4. )i바130 α1Ong ， )í H∞n 냥e， )aesoon Choi, )un방lOOn 
l.ee, Won Gon Kím, Kyung Sun, Byoung G∞ Mín. 

Home care Art파CiaI Heart Morùtoríng System 에a In-

temet. In(，야13lκn외 jωmaJ of ArfíIìdaJ Q흙ns. 2004; 
27(10):85용.W3. 

5. Mu띠10 Ryu, )ong Dae 짜m， Byoung G∞ Mín. Robust 
I엔1미ate-matchiI멍 measurements for 얘ria없lS ci 혀grl3I 

amplitude. Cψtical 타1횡n야피19. 2004;43(2):482-488. 
6. )ae Sung 야e， Dong S∞ μe， Kwang Suk park, 

)une-Key Chung, Myung ch내 l.ee. Changes ín the 
Heterogeneity of Cereb때 Glucose Meta어ism Wilh 
Healthy 뱅ng:Quantita디ve Assessment by Fractal 
AnaJysís. )oumaJ of Neuroimagíng. 2004;14(4):35ι356. 

7. seon )eong Kím, Seoung Gil Yα)11， Young Mo。 야e， 

Hee Chan Kím, and Sun 1. Klm. Electrical behavior of 
polymer hydrogel ∞ml뼈ed 아 p이y (vínyl a1생101)

hyaJ바oníc a다d ín soIution. Biosensors & BioeJec

tronics. 2004;19(6):531-536. 
8. Ha매‘11 B∞， Sejín Park, Bonkyung Ku, Yurr.ee Kím, 

)ín Hyung Park, Hee chan Kím, and Taek Dong 
α1ung. IαlÍc Stre때th- ControUed vi따따1 Area ci 
Mesoporous Plaω1um 티ectrode. )oomal of the Amer
ican ChemícaJ Society. 2004;26(14):4524-4525. 

9. ).S. 따m， S.Y. Moon, K.Y. κm， H.C. Kím,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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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과학교실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rn 훨훌를홈單 
四 年 次 홈正柱 윤宗jJ;: 申TJ:

ìt周앓 ~-泳 ~it泳
主 ff 敎 흩敎 ~ 宋仁홉 李廷杓 李廷Ibtt-함훌 

敎 뺏 金홈i훌 후正m 후弘훌 張훌훌 랬몫昌 .. 世元

崔康元 崔:fGtl 金有~ 洪ISj￥

ìt永秀 술빼國 .e~~젠 三 年 次 훌秉~~울훗훌 liWJi( 
尹흉훌 朴.*l픔 企뿔*훌 ~~ffi .. if秀 i:렐~ 
李￥ø i:~훌뼈 t~흩빼 食빼廷 企供- IJl rt~ 
oo~. 吳秉熙 .. iU훌 孫없廷 申310좀 申t!f훗 
.~九 方훗柱 llì효뚱 安J$[元 톨IJ.. av元
金永뺏 홉大i!l j￥)dl 尹永M 후世홉I 후껴/;( 

宋永~ 李~i.l ~훌!훌 IIß.M 
를” 敎 授 安圭훌 食함*훌 ￥#1홈 홈秀I톨 톰했k효 ;￥南~

吳明lIi:溶.. 朴흩秀 二 年 次 훌海없 홉，11$ n휴훌 
i훌~. JjJii윷 삶훗’“~.u훌 i:WJ! 

훌짧훌授 훌훌iJ ~흥 .. 完 3￥fU훌 金.文 솔송이 훌%로 

張웰t!f JJ哲훌 i:￥洙 흩 한 朱宇正 朱월u협 

尹옳洙 李.. ~ i:~亞 梁起쨌 후￥!Ib 후f혀~ 

金훌빼 申훌~i:뼈m 후6해彦 훌맨‘*l~定{훌 

金i'il洙 'jt品~ ~~￥F秀 3￥Ø:1b 후홈恩‘ 51Mft 
李恩. mwc:짧 톰永再 m훌훌 

助 敎 흩 具本tI
崔*￥*칭 崔"'톨 

훌훌助훨! 李명來 朴度俊 후1호갖 
- 年 次 1i允姬 金월~ 企훌~Ji 

金延R외 企仁o i:it元
金ttht 용世一 t*石雅 金.1홉 金~遠 i:$f유 
金~R i::fG. i:흉珍 i:~~훌 OOtt元 뼈熙햄 
ff才빼 朴쳤1m 랬빠在 朴fi홈 白추*효 *껏. 

名 톨 敎 授 金1Il훌 許仁älll‘t훌 찢民홉 李."록 후，맨‘Ji\ 
高昌물 金丁뼈 후迎雨 李宰m 후홈쨌 후fM! 
崔圭1é tIS?힘恩 톰*쳤 Jt尙i뻐 

m " Jj t률 朴흩E훌 훌훌훌 AU져Itl .A훌姬 {월秉龍 엉~Jj(~ 

• 任 톨 師 i힘i훌휩 빼맞根 .. 흉恩 훌홈~ 

홉~흉 金홉il 金度$ * *홈 • :f根t!t ~훌훌뼈 金ι~

i:~￥. i:$:홉 술秀珍 ~ {f; {tI( • il훌 
i:.ttt 술 .. ~ amlb 大 훌 院 호 It土二年 강철철일현인 팍금연 김의석 §훌王. 뼈秀톨 朴빼훗 김백 문민정 방 이수우미 朴完훌 朴쳤§뼈 朴~" 현오윤규 진 
t~"H댐 ~昇흩 ~~~흥 조환기영석 조현재 최영주 1M￥톨 朱훌훌훌 *뭇찌g 훈황진혁 
申J$[佑 $흩ft 申鉉훌 
尹 빼 尹元在 李Ji(洙 It土-年 박이최완혜기돈범영 서 최 임청원 천 이재재욱회 
李yf:.흩 李根u 후훌홉 수T /연“- 한주용 
李.Mc 李宰~ 후~뿔‘ 
李浚圭 李昌훗 후헤i쳤 iI土=후 김성환 박주정 서청주 
李~ø 李tU홉 林 ~ 송호춘 신청엄 요일영 
tIS容辰 11二쳤 11.和 융영순 융호일 이팡혁 
11훌훌 Mf~윷 mll후 이상민 이갱표 이갱훈 
千a!력 崔起f( ~Jl朱 장회창 
崔흥Jt.周3m없톨 빼土-年 강오진영얘영 유 김수홍총일 명 이선유정진 

I 攻 . Im 年 次 훌11M i:it톨t ‘~itt.훌 
金$:<<{ i:t윷洙 1ðt훗 장성아 조수정 초채현 
i:jtl i:JfJl 朴.fflI찢 허남주 



내과학교설 • 113 

직 명 성 명 인 사 내 용 잃 지 비 고 

임상조교수 김 연 수 장기연수를 마치고 복직 2004. 2. 6 
1닝- 교 수 이 훈 택 기금부교수얘서 송진 임용 2004. 2.11 

임상초교수 김 용 준 임상조교수대우에 신규임용 2004. 3. 1 

촉학교수 이 용 영 혹탁교수에 신규 임용 2004. 3. 1 

엄상조교수 강 현 재 임상조교수에 신규임용 zα>4. 4. 1 

임상초교수 박 영 수 엄상조교수에 신규 임명(분당) 2α>4. 4. 1 

엄상초교수 김 팡 일 임상조교수에 신규 임명(분당) 11 

엄상조교수 장 혁 찌 입상조교수에 신규 임명(분당) ’l 
임상조교수 김 지 현 임상조쿄수얘 신규 임명(보라매) ” 
입상조교수 청 지 봉 임상조교수에 신규 임명(보라매) ” 
입상조교수 김 상 완 임상초교수에 신규 임명(보라매) ” 
임상션임강사 문 민 경 임상전임강사에 신규 임명(보라매) 11 

임상션엄강사 오 도 연 임상전임강사에 신규 임명(보라매) l ’ 
임상전엄강사 최 인 실 임상전임강사에 신규 임명(보라매) ” 
엄상조교수 연 태 진 본연에서 분당으로 이동 ” 
교 -」r」 김 영 환 부교수에서 송진 임명 ” 
임상부교수 김 연 수 임상조교수에서 송진 임명 ” 
임상부교수 김 용 근 임상죠교수에서 송진 임명 ” 
촉 탁 교 수 이 상 민 측학교수에 신규 임명 20(껴. 5. 1 

교 1 」‘- 김 성 권 진료후원장융 연합 2004. 5.30 

교 .,‘- 송 인 성 내과과장에 발령(연임) 2004. 7.16 

교 수 한 성 구 효홉기내과분과장에 임명 2004. 7.20 

교 수 요 병 회 순환기내과훈과장에 임명 ” 
교 }7‘- 이 효 석 소화기내과릎과장에 임명 ” 
교 수 방 영 주 혈액총양내과분과장에 임명 ” 
교 -」r」 김 성 연 내용비내과붕과장에 임명 ” 
교 -끼r」 조 상 현 알래르기내과붐파장에 임명 ” 
부 교 수 안 규 리 신장내과분과장에 임명 11 

Jf 교 수 오 영 돈 감염내파분과장에 임명 11 

교 -'T“- 송 영 욱 류마티스내과훈파장얘 임명 ” 
“「 1 ι:;，. 갱 현 채 내시갱시장에 임명 ” 
교 T‘ 민 청 업 알레르기검사실장에 임명 " 
교 1 /‘- 허 대 석 호스피스실장에 임명 l ’ 
교 .,‘- 갱 현 채 의무장에 임명 2004. 7.26 

교 수 오 병 희 심혈판센터소장에 임명 2004. 7.28 

교 「ι‘- 이 명 욱 의원연직 낀J04. 8. 12 

기급조쿄수 김 융 준 임상죠교수에서 승진 임명 2004. 8.11 

기금죠교수 김 용 진 임상조교수에서 송진 임명 2004. 8.21 

기금푸교수 이 옹 용 장기연수로출국 2004. 9. 1 

~‘- 교 1 ι‘- 구 본 권 전임강사에서 송진임명 2004.10. 1 

기급후교수 김 태 유 기금조교수에서 송진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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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2 조 3 조 4 조 5 조 

6쭈 훌과 rota디on 1 stud윈)t ìntem 파견 훈파 roration 2 
studem intem 2 -

7추 (Gl , G2)’ (Gl , G2)O (Gl , G2)’ 
8주 분과 rora디。n 2 용과 rotation 1 student intem 파견 

student intem 1 -
9주 (Gl , G2)’ (Gl , G2)’ 2 (Gl , G2)O 

10주 파견 훈과 rotation 2 환과 rotation 1 - studem intem 2 g때enL inlem 1 
11추 (Gl , G2)O (Gl , G2)’ (Gl , G2)’ 
12추 Review 

G) 학생 교육 
※ 모든 실습용 2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주와 마지막주의 학생 배치는 각 뱅동애 even 

하게 배치하여 P!E과 갱리톨 하도혹 함. 

- 각 병동에 s-6명쩍 배치됩. 

※ Student intem 1과 Student inlem 2는 병실얘서 

student intem을 하되， 내파 병실이 분과병풍으로 

재배치핍에 따라 한 병실애서 4주간 student 

intem융 할 경우 너무 제한된 환자만융 보게 될 

우려가 있어 2주 단위로 다흘 병실얘서 실습율 

률도혹 하였습니다. 

※ 분과 r없tion용 1과 분과 rotltion 2는 각 분과 병 

동융 때ation하연서 실습율 하되， 각각의 조훌 다 

3학년/ 
쿼터 실슴채목 

1주 실습소개 
History taking, 활력징후실습 
신체검진실습 
CPR 강의， CPR 실습 
잉상중혜의 presen때tion 방법 

M어ical orders RequCSl ftα labs. 

환자연당 및 의무기륙작성 실슐 
P/E & performance Evaluatiα1 

Bed-S녕eProc엉dures 

IV sampling, Foley, Thoracocentesis 

EKG, CPR, Pericardiocentesis 

L-tube, S-B tube, Peritonicocentesis 

2주-11주 Student Intem (4주) 및 

분과병동 Rαation 실습 (4주) 

파견 (2주) 보라에뱅핀， 분당병훤 
Studentlntem 충 외래교육 1회 실시 

12주 Re꺼ew 및 시험 

시 2개의 group으로 나누어 실습융 합니다. 

’ 분과 rαation 초훌 2개의 group으로 나누어 
group 1(G1)이 1번부터 8번， grωp 2(G2)가 9번 

부터 16번짜지로 구성하여 gαJp 1용 첫주에는 

분과 rαation 1 schedule의 1주 schedule융 돌고 

률쩨 주에는 2주 sched띠e융 률며， group 2의 경 

우는 언저 2주째 sched뼈융 률고 다용에 1주쩨 

schedule율 옵니다. 

Q 파견을 2개의 group으호 나누어 group l(Gl)이 

보라매병원， group 2(G2)가 분당병원으로 첫주얘 

파견되고 2주째는 gαJp 2(G2)가 보라매병웬， 

group 1(G1)이 훈당병원으로 파견 나가게 되며 

훈당병원얘 나가는 동안 용사병원 파견융 갑니다. 

실슴조편성 비 고 
(00명/조， 00.조) 

78명/S조 
(조별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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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이 륨 

김성한 

김휘영 

박상원 

윤원재 
조상호 

김생환 

박주청 

송호출 

오일영 

윤영순 

윤호일 
이팡혁 

이상민 

이청훈 

장회창 

논 문 채 목 |일자 

Out∞me of Ina야rop꺼ate Empi뼈I Treatmenl in Patiems Wilh Melhicillin- I 2004.8 
resistant Staphy lococcus aureus Baα.eraemJa 
ChemotherapeuLJc resφoses in patierus wilh hepaloce뻐ar carcinoma a때 I 2004.8 
pulmonary metastases; h잉erogenous respαlSC pan안n between p띠nary and 
metastaúc lesions and irs 
없pid 1야mification of coxsackievirus 때 빼am by MoleαJar 앓rotyping in I 2004.8 
and Oulbrcak of Acute Hemoπha밍c Conj띠lCtivitis 

환팎1 만생 혜장영 환자에서 SPINKl 및 PRSSl 변이에 관한 연구 I 2004.8 
Conuibution of Genetic Cha대aeristics of Vascular ^'ψ-ener밍c Receptors to I 2004.8 
Variam Angina 
Signaling and Malrix Metalloprαcinases-9 in Rat Caroúd Injury M여.el I 2005.2 
P뺑n∞tic factors of unresectablc pancreatic can얹r I 2005.2 
Cytomegalovlrus Inf떠ion in Steroid Refraaory Ulcerative C때us: PrevaJence I 2005.2 
and 타ldoscopic Clues 
E.scleαin augmenrs homing and angiogenesis of endolhelial progeniωr cells I 2005.2 
lmpact of Auoroquinolines 띠 paúenrs wilh αJ1rnonary tuberculosis i띠tially I 2005.2 
treated as ∞mmunity-acq비red pneumonia 
바타민D가 핵내에서 샤-kß 활생융 억채하는 기전 I 2005.2 
혜장암 환자에서 정량적 PCR 볍으로 측청된 혈장 DNA 놓도의 총양인 자로서의 I 2005.2 
역할 
혜암 세포주에서 Pl3K/Akt 및 태K 청로 활성화훌 용한 저산소중의 아포프토시스 I 2005.2 
억채 기전 

일차 삼채 찌균 요법 후 HeliαJbacter Pylon 양성안 환자애서 meuα벼azole융 I 2005.2 
기본으로 한 사채 병합요법의 재균융 - 최근 8년간에 걸친 변화 양상 
Bacteremia duc to Enterα:occus species αher than E.faecalis and E.faecium: I 2005.2 
Comparison with baαeremia duc lo E.faecalis and E.faecium 

@전공의 수련현황 

- weekly Schedule 

일시 월 화 
,“-

목 :CI1 

7:30 병실 재원 환자 회진 (주치의， 수석의) 
8:00 

R 수c석vie의w Journal | 댐따방사fer선 Q리g뷰 및 3년차 Mortalíty case 
Review Review Staff Iccture 

」격lll8oι23@ }띤mg @Og 

학 병실 재원환자 쳐치 (주치의) 
생 학생 병실 실습 (수석의， 병동장) 
강 
의 검심시간 

병실 째원 환자 진료 (학생， 주치의， 수석의) 
14:00 

자융 병실 실슐 
15:30 

Studem Coference 
16:00 ((병학주싱생치의， 신 당，환 수당 따교석악수의)) ” Studenl 

Infec디。n/ Conference 

ACαllelrfge。relongcey

지도교수 

최강원 

이효석 

최강원 

김용태 

손대훨 

최융식 

용용법 

총인성 

오병희 
김영환 

심영수 

융용범 

한성구 

갱현채 

오영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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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
ι
 

a r 번호 논
 

6. 효효쩔1 조영민， 박캠수. 김생연. 이휴규， 김운영， 양찌 
혁， 신손문. 씨로용 진단기준에 따톨 한국인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외 엄신 철과. 당뇨병 2004;쩍(낀:122-130 

7. 김재현， 조영민， 김민， 박철구， 강준구， 창학청. 김생연. 
이휴규. 박챙수. 미토론드리아 DNA 5178 C)A 변이와 
혈충 지질 수치와의 판련성. 당뇨병 2004;28(6):501-510 

8. 서갱기， 좌영순， 한철주， 빽순구， 김융훈. 한국인 윌슨 
병 환자의 임상척 특성과 유뱅율에 대한 전국객 조사. 
대한간학회지 2004;10:5-20 

9. 융갱민， 임째츰‘ 유챙규. 이훈핵.'Ol-갱구.~액수. 낌엿 
훨. 비소세포 혜암세포에서 uter앵l뼈n의 연역 조철 기 

농어l 대한 연구. 대한결핵 및 호홉기학회지 2004;57(4): 

336-344 
10. 김수환， 강현우， 용현재， 김진현， 김지씬， 황진혁， 정지 
용，김뱅판，장풍정，김진육，김나영，이국래‘이통호 
껴협채. 휴~I찌. 한국에서 고령의 소화생 꽤양 환자의 

임상적 특성. 대한내과학회지 2004;66(1 )19-25 
11. 장혜련， 이재육， 혀납주， 박갱환， 박동춘， 성용명， 주권 

육， 김여수. 아규리. 한친석. 껴섯궈. 이;써상. 신세관성 

산층의 임상척 특정. 대한내과학회지 2004;66(2):167-174 
12. 용탁， 김대영， 이근육， 김대회， 용성수. 박셔압. 낌벗국. 
감생선 분화암에 대한 방사성요오드치료 후 벌생한 급 

성 립프구성 백혈뱅 1예. 대한내과학회지 뼈4;66(3): 

355-360 
13. 이근육， 융탁， 김홍완， 김태유. 허대석. 빼C쩨주. 김노격. 

전신적인 피부뱅변으로 발현한 모째포성 NK세포 립프 
총 1예. 대한내과학희지 2004;66(4):453-458 

14. 효멸울. 션신성 흉반성 루푸스의 치료. 대한내과학회 
지 2004;67(1): 1-6 

15. 신갱임， 김성환， 오일영， 서정주， 김팡얼， 코효궐~멸 
?l호. 김뱃야. 킴효수 

휠효쉰. 관상동맥 내 방사선 치료중 추가 스렌트 시술 
의 장기 임상청과. 대한내과학회지 2004;67(5 ):480-487 

16. 발멸로l 김대용， 김지·용， 김영철， 갱인정， 쇠좌￡경똘 
준. 박;생수. 김섯여. 박싸청. 이휴규. 초보여. 갑상션 

세포의 가령%맹'I8}에 따른 TSH얘 대한 반용의 감소、 
대한내훈비학회지 뼈4;18(낀:142-151 

17. 김상완， 초영민， 봐도츄. ~I~l-수. 박쩌수. 킴생연. 조보 

멸‘의효효. 충추생 #신기능 져하충이 의심되는 환자 
에서 혈중 국르티졸 혹갱시간에 따혼 1ug 급속 κIH 
자극검사의 진단혀 가치. 대한내훈비학회지 X껴;I잊1): 

3하41 

18. 김정원， 발멸로， 김태용， 문민정， 한쩌웬， 천갱용， 김영 
아，진태훈，쩌회순.박도춘.조보여. 갑상선충독충파 

이상 통푸톨 풍반한 급성 화놓성 갑상션업 I예. 대한 

내폼비학회지 2004;19(1):69-75 
19. 강멸로 협챙 갑상션글로률련의 측갱. 대한내푼비학회 

지 2004;l9(찌:120-126 

20. 봐멸로l 김대용， 김지용， 김영철， 정인정， 쇠좌숫ι발돋 
춘. 박챙수. 김생연， 박상철， 이휴규. 조보여. 갑상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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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彩홈現況 순위 실명명 건수 

1 위암(G싫Uìc Cancer) 822 
2 유방암(Breast Cancer) 647 

@외래 환자수 
3 갑상선암(꺼lyroíd Cancer) 516 

외과 총 외래환자수 : 72,388 명 4 결장， 칙장암(Colorectal Cancer) 455 
- 신환 5,423 명 초진 7,671 명 재진 59，징4 명 5 답석충(0따I stooe) 앙5 

6 간앙(Primary liver Cancer) 194 
7 하지갱맥류(Va끼cose ve띠) 186 @ 입원환자수 및 수슐환자수 
8 양생갑상션질환(Benígn ÙlYTαd disease) 183 

- 입원환자수 : 59,471 명 
9 급생충수염(Acute appe때isitis) 170 

- 병명혈 상위 10대 질환자 수 10 셔빼j뿔장{ln맑lnal hernia) 148 

- 수출 환자수 : 5,268 명 

- 수슐별 상위 10대 수술 

순위 수 슐 건수 수 융 기 법 

1 위장(Stomach) 755 위아전절제숨 및 위전절제슐풍 
2 유빵(Breast) 750 유방절찌슐풍 

3 대장， 직장， 함훈(Colon， Rectum, Anus) 748 대장암， 직장압， 치핵， 충수절채숱 둥 

4 내분비(E찌@끼ne) 683 갑상션철재슐， 부신철재슐 흥 

5 답도계(Biliary) 586 답냥철제슐， 당도 · 혜장계 총양 수슐 
6 명판{Vascular) 499 혈관우희슐， 갱멕휴채거， 혈관확보숱 풍 
7 간(Liver) 200 간철채술풍 

8 틸장(Hemia) 186 탈장 륙연슐 흉 

9 이식(T ransplantaúon) 117 간。l식， 신장이식， 신 • 혜장 
10 혈관확보슐(Vasc버ar access) 107 히크만충심갱맥판삽입술 (Hickmann’s catheter insertlon) 

@특수크리닉 실적 

클리닝 명 진효요일 담당교수 환자수 

내왈버 클리덕 매주 월요일， 오후 154명 

유방클리닉 노동영，한원식 20，957명 

대장항푼암 클라념 에주화요일， 오전 박재갑 3，829명 
앙유천자 클리닉 박재갑 104명 
항문병 흘리닉 박규주 2，042명 

신이식 클리닝 매주화요일，오후 김상준， 하총현 3，038명 
당도내시경 클리닉 매주화， 목요일，오천 김션회，장진영 η명 

갱맥휴 흘리닝 매주옥요일，오후 혀총앤 30명 

간이식 클리닉 매주화， 토요일， 오천 이건육， 2，212명 
서경석，갱생옹 

햄- 爛
一
빼
 

빼-
램
쐐
 

@
-

겁시{치료) 건수 

당도내시경 

조직검사 

n예 

272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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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부인과학교실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딘] 數훌를名뿔 

主 任 敎 홈 敎 授 훌淳tè 
훌t 授 李孝*연 申뺀i훌 文信容

~J훌求 尹保tt 崔*&
食石鉉

훌’ 敎 jf 朱홍.t{j 全훌官 朴흩톨 
朴훌信 

DJJ Ik 授 RJUI! t용홉앨 朴敎.

金~元 田5~훌 li*훌 .a:. 聊 it빼~ 
11-* 톨 師 훌øm 金Jtt후 朴tt1ß

lUUØ ~1융쨌 尹.t{ji흩 
李相‘탱‘ 후i훌fQ 全짧卓 
~ 1.훌 ~.ø OOE올t훗 

名 톨훨뺏 申훌雨 랬해i훌 金.~훌 
후珍를 

外來뤘뺏 R炳.H永X 申앓卓 

朴Ji\*흉 朴1호. 朴훌B' 
IIIt호九 李i찌h힘 뺑Mfl 

홉J;{龍 ~iU‘fa 李빠홈
~r양·훌 후吉女 후R톨熙 

李hl!록 ~:lK~ !월~훌 
朴相i며 

外來톨l빼뺑 Ri秀 尹炳求 朴뚫圭 
崔斗헛 

外來助敎홉 .t~훌i쯤 술융~i&秉앓 

外흉g훌톨훌 U톨.ffll에통 

:1 攻 u 四 年 次 金攻柳 金允뺏 朴相f를 
李*玉 훌훌뻐 후始恩 

11然景 톰톨- l월*~ 
三 年 次 술f9Jt 金흉훌I 金子홈 

~ .. 我 R~용øt 李京洙

후1si양 3￥~M 李*炯
11昌元 flJl.했 

二 年 次 훌홈. ~llU훌 ~!?R* 
朴京我 朴흥，맨‘ t용*111 
柳元政 후*~ 李.J월 

11智훌 1흩洙珍 

- $f 次 홉톨珠 具훌姬 ~美京

H훗洙 安1IlIJ\ ?tl!훌 
元훌뼈 후Jjti톨 田훌훌A!!. 

.. 홈훌 

大 뿔 院 뽀 빠 土 ~tt뼈 슐明姬 슐太æt 

~훌’l 슐Jït- .. 경U~i 
~元ø it~횡흩 f-恩‘~

~M1E 林俊希 ~"f훗 
11'효’， t아俊S홉 ~ir폐찢 
全t홈E흩 술!훌Jf!: ittU펴 

~홈美 훌圭~J 朱 t훌 

碩 土 王•• ~JII:훌 후圭뼈 

111’‘짜 金흩{힘 朴玄洙
훌u홈뻐 훌훌찢 훌øm 

a훈~ 金珍珠 朴ttA!!.
吳~f훌 尹f9. 金允뺏 

후JU퍼 李始맹‘ 南 i홉 
랬 碩 金Jt없~ lI.e뺀 
후i흩相 III~. 훌Jf!:.31 

톰톨- ~훌’lti 후1st양 
11홉元 

~. 톨 훌훌 ••• 子 李&￥n

윗홉M 高$~ 金째·훌 

$;흩i홉 훌文뼈 

훈홈樹명홉 3￥쭈1E 任톨쨌 빼jIt.홉 

밍 主훌活ti훌I홉 

<D총론 

.. 1월 2일 새해훌 맞이하여 서울대학교병웬 4318호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습니다 . 

.. 3월 26일 신입 1년차 전공의들의 입국식이 ’대립 

정’얘서 있었습니다 . 

.. 9월 10일 훌빠훌 主任tì훌가 서울대학교병원 A 

강당에서 제4차 산부인과 발전세미바훌 개최하였습니다 . 

.. 10월 28일 1년차 천공의률의 초집도식이 ’대림청’ 

얘서 있었습니다 . 

.. 12월 19, 21일 2005년도 신입 전공의 선방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두 11명의 우수한 천공의들이 새로 선벌 

되었으며， 새로 선발된 전공의툴온 훌信明， 술明엠， 金

'it~， 슐在뼈 ， ~.Ib， 尹品攻， 후l얘Ib， 3홈mi*， 후i읍111， 

좋섰효， 林1홈洙 先生입니다 . 

.. 12월 29일 교실 송년회가 ’함훈원’어써 있었융니다 . 

.. 12월 31일 서율대학교병원 총듀L식이 있었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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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글 성명 인 시 내 용 잃자 

tt 톰 좋훌杓 대한암학회 회장으로 선출 2004. 6.12 
f* 톨 金훌求 국의채 한불국엄인연맹 최(초I다S 학:술 llt위，terr원u으u。로na 선1 F，출'ederation of Fe띠lity & &eriJity) 2004. 6.17 

a 톨 申!!!l뼈 태아의학희 명예회장으로 추대 2004. 7. 2 
It 톰 훌훌. 대한산부인과학회 확슐위윈장a로 위촉 2004. 8. 1 
톨께ti:몫 朴JtQ 대한주산의학회 사무차장으로 위촉 2004. 11. 1 
ti: ~ 훌A求 대한골다풍충학회 명예회장으로 추대 2004. 11. 3 
a ~ 金/t求 대한혜경학회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출 2004. 11. 7 
훌* ~ 훌$. 대환부인총양 · 롤포스코피학회 회장으로 션훌 2004. 11.12 

@연구현황 

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짜 장소 
학슐대회 또는 

앙표또는 강연 째목 
(죄집) 심포지율명칭 

오션경 김회션， 안희진， 김용영， 1.23-29 Keystone, U.S. Keystα1e Human amniαic tluid cells p~ 
(αJSter) 셜혜웬，문신용 symposla longed expansion culture of hu-

rnan ernbryonic stem cell 
2 전용탁 송용상， 강석벙， 강대회， 1.24-30 Haw밍i ， U.S 까le 6th joint Cyd∞씬홈nase-2 ar녕 p53 expr용 

(poster) 유근영， 박인얘， 방영주， Conference of sion in endometrial cancer 
김채웬， 박노현， 강순범， the American 

이효표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nd the )apanese 

Cancer 
Association 

3 (검갱구) 1.31 여수노홉혜스 대한골다공충학회 lntegrin 
호탤 용계 workshop 

4 Chaiworap。 용보현， 2.2-7 Ncw Orleans, lThe 24th Annual A role for heat shαk plαein 70 
nl홈a T Espinoza ), lA Meeω19 of msαI뼈Rα.lS partunuon at 1erm 
(αlSter) Kim YM, Society for 

Gomez R, Matemal-Fetal 
Bujold E Medicine 

5 깅연미 율보현， 김미란， 김기진， 2.2-7 New Orl얹ns， 꺼le 24th Annual π1e u!erine cervix expresses 1he 
(poster) Chaiworapongsa T, lA Meeting of panem-recog띠tion receptors: toll-

Gomez R, Society for like receptors-2 and -4 
Camacho N, Ma1emaJ-Fetal 
Rαnero R M어icinc 

6 김연미 김기진， 김마란， 용보현， 2.2-7 Kew OrIeans, The 24th Annual S퍼n: an active ∞mponent of the 
Chaiworapongsa T, lA Meeting of fetal inna!e immune system 

Espinoza ), Society for 
Bujold E, Romero R MatemaJ-Fetal 

Med1dne 
7 Romero R. Chaiworapon훌a T, 2.2-7 New OrIeans, 빼e 24th Annual Proteomic profding of prernature 

Gomez R, Kim YM, lA Mee띠19of labor: A method 10 identify c1in-
Edwin 5, Bujold E, Society for ical biomarkers and mechanism of 

용보현 Mat엔13J-Fetal 이g싫e 

,. Medid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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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짜 장소 
학슐대회 또는 

발표또는 강연 채묵 
(좌장) 심포지륨 명칭 

22 강석범 김재현， 강경훈， 이 선， 3.27-31 Orlando, FL 까1e 95th AACR Aberrant CpG island hypermeth-
(p∞ter) 함규상， 박노현， 송용상， AnnuaJ Meeω19 ylation and polymorp비sms of 

강순법，이효표 folate- and methior피le-metaboli깅I멍 

enzymes in uterine ceπical can-
cers (Proc AACR 2004 #895) 

23 이효표 4.1()..13 Tokyo, ]apan 재%차 。vercorning new tide of chal-
일본산부인과학희 lenges: the pers야αives of 01χte-

Meet the tri없ns and gYneCOI。뽕s in Korea 
professor 풍ssíon 

24 운신용 4.1()"13 Tokyo, ]apan 쩨%차 π1e Present and Future of ART 
일본산부인과학회 in Asia and Oceania 

Intemational 
Session 

25 검재원 강석범， 전용탁， 강경훈， 4.1()..13 Tokyo, ]apan 제%차 Aberrant CPG island hypermcthyl-
(p05ter) 이 션， 황규상， 박노현， 일본산부인과학회 ation and poIymorpt뼈1\5 d folate-

송용상，강순범，이효표 International and methionine-metabolizing en-
Session zymes in uterine cervical cancers 

(Proc 56th JSCXì IS #}-18) 

26 전용탁 최영식， 김용환， 강석범， 4.1()..13 Tokyo, Japan 져1156차 Feasibility of radical surgery in 
(κ)5ler) 김용범， 김재원， 박노현， 일본산부인과학회 the manag'αnent of elclerly pa-

송용상， 강순법， 이효표 Internati0n31 tients W1th uterine cervicaJ cancer 
Session (Proc 댔h ]SCXì IS #2-12) 

27 주용 강석법， 배재안， 전용탁， 4.1()..13 Tokyo, Japan 제%차 타ficacy of single-agent gem디ta-
(p05ter) 김채원， 박노현， 송용상， 일본산부인과학회 bine and gemdtabine-carboplatin 

강순법，이효표 lntemational αXIJbined chemcxherapy in 뼈tientS 
Session with recurrenl ovarian canccr (Proc 

었h ]SCXì IS -+7) 

28 김갱구 4_11 코엑스 대한비만학회 Development of obesity al men-
인터컨티넨당 opause 
호탤 

29 문신용 4.16 생명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회의실 주판 Stem 야” 

∞nf얹nce 

30 (김석현) 4.17 쩨주도 AstraZeneca 1. Use of aromatase inhibilor in 
Zoladex Cheju COH 
syml야:lSlum 2. Use of GnR.H ag'α1ÍSt ln gyne-

001앵ic cacer 
31 (김갱구) 4.18 서울그헨드 대한골다꽁충학회 V때 이후의 새로운 철과와 HRT 

인터컨티넨활 연수강화 동향 
호텔 

32 (이효표) 4.22 재주 신라호댐 까lC 3떠 

]apan-Korea 
Gynecol앵ic 

Cancer Joint 
Meeting 

33 김재원 4.22 제주신라효앵 πlC 3rd Cervical cancer survival in Korea 
]apan-Korea 
Gynec이。gic 

Cancer JOin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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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지 날찌 장소 
학슬대회 또는 

빌표또는 강연 제목 
(좌장) 심포지용명칭 

49 강순법 김기동 5.11-18 Athens, Greece πle 18th EBCCX:J Value of an additionaJ endocer-
(poster) Euro야~n vicaI pass in the reduct.ion of in-

Congress of com때ele excision of 이sease at 
이:l5tetrics and Iar용 lα꺼p exå앙on 0( the 따nsfor-

Gyne∞l앵Y mation zone 

% 김갱구 구숭엽， 김석현， 최영민， 5.11-21 Rio de )aneiro IOF World Relationshìp berw야n parathyrold 
운신용 Brazil Congr엉S on hormone gene p이ymorphísm ， 

Osteoporosis bone mìn윈"31 density and bone 
res따1피veness to honrooe re찌a∞ 
ment therapy ín αlStIlletlOpausaI 
Kore킹1 women 

51 신찬수 김상완， 허션주， 김갱야， 5.11-21 Rio de )aneiro IOF World Ghrelin stimulates proUferation ar념 
김도회，박노현，김성연 Braz!l Congress α1 inhibits apoptosis in MCI子티 cells 

ost∞pαosis 

52 천총판 5.19-21 Tocbi없 꺼1c 7th 뻐spectives of F.없J 3D 미때$κ〉 
Prefectural Congress 0( 다r graphy 

General Culture Asian Federa 
Center, tion 아 Societies 

Utsunorrúya’ or Ultrasound in 
)apan Medióne and 

Biol앵Y 

53 박중신 5.21 용명리;조트 재33차 전용외 Meth여s of Iabor induction 
연수강화 

54 김재원 5.22 대구그랜드 채2회 산후인과 부인과감염 
효탤 천문의률 위한 

션국 심포지융 

55 김재씬 6.19 서울그헨드 제2회 산부인과 부인과감염 
인터컨티댄항 견문의톨 위한 
호텔 전국 심포지용 

56 최영민 5.23 부산해훈대 찌21차 WHI 연구 보고 후 각 학회의 
그헨드호옐 대한패정확희 pos따on 영Itement 

훈찌확슐대회 

57 문신용 5.25 일산국립앙센터 국립암센터 생명과학 최고 연구자 과갱 
초청강의 

58 조명수 오선정， 김희션， 김융영， 5.27-28 COEX 천시판 한국생화학환자생 다외nct pro야띠g 띠 neural φffer-
김동욱， 문신용 율학회 학술대회 ent.iation among hurnan embryo-

띠C 앙em cell lines 

59 김석현 최영식， 지뱅철， 구숭엽， 6.3-6 Las Vegas π1c 5th World C1inical efficacy of reduced dosr 
서창석， 최영민， 김갱구， Congress on GnJ앙I agonist long protocol for 

문신용 .Controversies in ∞ntrolled 。、l3.rian hyperstúnulation 
Obste띠cs ， in IVF-ET patients with hígh 뼈sal 

Gynec어(횡yand serum FSH level 
I nfertillty 

ω 전용탁 김재원， 박노현， 총용상， 6. 5-8 New Orleans 끼1C 4αh ASCJ) Cydin D1 polymorphísm and cer-
(κ)5ter) 강순범，이효표 Annual MeetJng vical cancer risk (Prα AS∞ 2004 

#5(50) 

61 (신희훨) 6.6 서울대학교뱅왼 서율대학교 생식내분비학의 부인과척 문제 해 
의과대학 컬의 최신 풍향 

임상의학연구소 산부인과학교실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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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짜 장소 
학슐대회 또는 

발표또는 강연 제목 
(좌장) 심포지용 명칭 

76 문정회 지병철， 구숭엽， 서창석， 6.27-30 Berlin, ~e 2뻐 Annu외 Different spindle locations in ln 
김석현， 최영민， 김정구， Gennany Meeting of lhe Vivo and ln 에tro matured mouse 

문신용 European Society 。ocytes
。f Hurnan . 

Reproduction 
and Embryology 

77 (이효표) 6.27 서율。j-AJ병웬 째7차 
강당 대한비뇨부인과회 

학술대회 

78 송용상 6.27 서율아산병원 채7차 P뼈rma∞logicaJ therapy 
강당 대한비뇨부인과회 

학술대회 

79 이유경 주 웅， 김재원， 박노현， 6.27 서울아산병웰 채7차 Early experience of tension-free 
송용상，강순뱀，이효표 강당 대한비뇨부인과회 va밍naJ tape (π1)， an effident 

학술대회 and safe surgical pro∞dure for 
stress Urinary m∞ntiJlence 

80 박충신 7.2 서율대학교병원 제10차 Fetal p버se oximeσy 

임상의학연구소 대한태아의학회 
학술대회 

81 오수영 김총재， 박인숙， 김길자， 7.2 서울대학교병휠 째10차 Progesterone recepωr isoform 
손유경， 박초댁， 심순섭， 임상의학연구소 대한태아의학회 (AIB) ratio of human fet쇠 mem-
박충신， 전총관， 올보현， 학술대회 brane increases during term par-

신희철 tuntJon 
82 심순섭 박찬욱， 손유정 ， 오수영， 7.2 서울대학교병훤 채10차 양수에서 프로테오믹스 기숱율 이 

박중신， 전총판， 융보현， 임상의학연구소 대한태아의학회 용한 조산 예측 단백질의 탐색 
신회철，유종일，문정얘 학술대회 

83 박찬욱 오수영， 손유정， 심순성， 7.2 서울대학교병원 채10차 An elevated matemal plasma but 
박중신， 전종관， 윤보현， 임상의학연구소 대한태아의학회 ncx amni。미c fluid sflt-l (soluble 

신희철 학술대회 fms-like tyros띠e kinase-l) level 
at lhe time of núd-미mester genetic 
amniocentesis is a risk factor for 
severe preeclarnpsia 

84 김윤환 박찬욱， 손유경， 오수영， 7.2 서울대학교병원 제10차 산천 검사 상 발견된 태아 뇌실 
(poster) 십순섭， 박중신， 전종관， 임상의학연구소 대한태아의학회 확장의 초읍파적 얘후 인자에 대한 

융보현，신회철 학술대회 연구 

85 깅채훤 강석범， 박노현， 송용상， 7.3-7 lnnsbruck, 까le 18th EACR Polymorphisms of DNA repair 
(poster) 강순범，이효표 Austria Annual Meeω19 genes ERCC1 , XRCC1 and ovarian 

cancer risk in a ∞nter-벼sed case-
∞ntrol study. (Proc EACR-18 11뼈) 

86 김석현 7.4 서율의대 (nfenUity senúna Impl따뻐디on and Assisted Hatching 
통창회관 3충 of human embπ@ 

강당 

87 김석현 7.4 서율의대 nfertility semina rrucroma띠pulation and Intracyto-
동창회관 3충 plasnúc Sperm 1띠g디아1 (ICSI) 

강당 

88 최영민 7.4 가톨릭대학교 제 7 회 차궁내막중 연관 률임중 진료 시의 
의과학웬 자궁내막중서율 유의사항 

심포지융 

89 최영민 7.4 가훌릭대학교 제 7 회 자궁내약중의 약물 요법 
의과학원 자궁내막중서울 

심포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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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짜 장소 
학을대회 또는 

빌표또는 강연 제목 
(좌장) 심포지융 명칭 

105 문신용 9.9 충남대학교 대한임상갱도판리 줄기써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청심화 협회 2004년도 

국째문화희판 종합워크삽 
초청 혹강 

106 (김갱구) 9.11-12 그핸드 까1e 1st Aa:AAM 노확방지 요법의 집중연구([1) 
힐튼호탱 scientifjc 

∞nference and 
!he 5th KA3M 

annual 
∞nf앙ence 

107 최영민 9.11-12 그핸드 까1e 1st Aa:AAM 갱년기 및 혜경기 여성융 위한 처 
힐튼호텔 scientilìc 용량/초저용량호르몽 

∞nference and 
the 5th KA3M 

annual 
conf안ence 

108 (이효표) 9.11-12 그핸드 꺼1e 1st AOFAAM RαlÚSing (생s of anti-aging med-
힐튼호렐 scientilìc icine , 

conference and 
the 잊h KA3M 

annual 
conf앙ence 

109 운신용 9.11-12 그헨드 The 1st AOFAAM 배아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척 북채 
힐톨호탤 scientilìc 

(:onference and 
thc 5th KA3M 

annual 
conference 

110 (김석현) 9.11-12 그핸드 ll1e 1st AOFAAM RαlÚSing (<뼈s á anti-aging med-
힐튼호탤 scientiflC icinc m 

conference and 
(he Sth KA3M 

annual 
co바erence 

111 (강순법) 9.11-12 그핸드 The 1st AOFAAM pror띠sing IC때s of anti-aging med-
힐튼효렐 scientifκ iònc IV 

conference and 
lhe 5th KA3M 

annual 
conference 

112 푼신용 9.12-14 타이빼이 AOFOG 기초과학과종기세포 
그헨드 imemational 
호렐 symposlum 

113 장명진 신뼈렴， 갱규원， 9.13-16 Beijing’ 끼1e 26th Annual Trend of lnddcnce á u(erine cer-
(poster) 이효표， 김재원 αúr패 Meetig of vix cancer in Korea, 1993-2002. 

lnternational 
A싫。dation of 

C3ncer Regis띠es 

114 (강순범) 9.18 삼성제일뱅현 자궁경부암과 HPV 
모。}첸터 대강당 

l1S 깅갱구 9.20 서융 63 한국 와이어스 WHI의 eslrQ용n 따m 
d피ding 초챙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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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님‘」’ 
연사또는 

공저자 날씨 장소 
학a대회 또는 

발표또는 강연 제목 
(죄장) 심포지융 명칭 

128 강석범 김재원， 박노현， 송용상， 10.6-10 Seatde, U.S. AACR, Frooùers Cydm 01 polymorphism is assc• 
(posrer) 강순범， 이효표 띠 Cancer ciated with increased risk <:i endo-

Prevenùon n없끼외 adenocardnorna (Proc AAæ 
R양eaπh 까피며 Intemational Conference on 

Frootiers in cancer Prevet피on Re-
용arch 1<:-3) 

129 주웅 강석법， 김채원， 박노현， 10.ι10 Sea띠e ， U.S. AACR, Frontiers Promoler polymorphism in the 
(p∞ter) 송용상，강순범，이효표 in Cancer ma띠x me때。prαeinase-1 and risk 

Preven‘ion of cervical cancer in Korean wo-
Research men 

130 김정구 임경실， 김석현， 구숭엽， 10.7 Washington, NAMS 학슐대희 Relationship between IIr6 gene 
최영민，문신용 DC G(‘ 634)G P이ymorph잉m and pro-

dιtion <:i inlerleuωn(lL) by whole 
blood CeI뇨， and bone minα'31 

density in posonenopausal Korean 
women 

131 손유경 박~욱， 오수영， 싱순섭， 10.8 무주리조트 채7차 Does the obstructive level rnake 
(κ)Stcr) 박충신， 전총판， 융보현， 티훌호댐 대한산파부학인회과초옵 이lTerence? A ∞mparative srudy 

신희철 for OUtcomes in pregnancies oom-
추계학술대회 plicated by feta) GI t.ract ob-

stNction and c1i띠cal implication 
ci OOìtructive lev어 in fet외 GI tract 

132 박걷:!-육 강지현， 손유경， 요수영， 10.8 무주리초트 재7차 비stol.앵c chori∞m띠onitis after 
심순섭， 박중신， 전총판， 티훌호헬 대한산파부확인희과초음 multjfetal pregnancy reduction: Is 

윤보현，신회철 ít a risk factor for preterm labor? 
추계학슐대회 

133 초명수 오선정， 김회선， 김융영， 10.14- 경j 종기합도 지 충원소센기터업 생리학회 Oistinct prope띠es in neura) ψf-
(poster) 김명회，김동육，문신용 15 학술대회 ferentiation among human embry-

onic Slem cell Iines, SI\'UhES1, 
SNUhES2, SNUhES3 

134 김정구 김훈， 구숭엽， 김석현， 10,15- Philadelphia, 미국 생식의학회 assodation between 따e hurnan 
최영민，문신용 17 U.S. 학술대회 alpha 2-Heremans Schrnidt gly.α〉

mα.cm (빠iSG) p뼈norphism ar념 
endometriosis 

135 최영민 요성댁， 구숭엽， 김석현 10.1ι Philadelphia , πlC 60th Annual 당trOg인1 Recep!α 다마Jdeαide Re-
(p∞ter) 김청구，문신용 20 U.S. l메ψMmreee RnteignpgnI여 。&urxa mjieveey 

Pe',U Polymorphism in Paùents with 
Enφrne따osis 

Medicine 

136 최영민 융지성， 황규리， 김석현， 10.1ι Philadelphia, 까lC 60th Annual Follide-Stimulaùng Horrnone Re-
(α)S(er) 이원돈，문신용 20 U.S. !AMf。mreeaRriemcpagnIg o Slfu<Xmmjgveey 

ceptα Po)ymoφ비srn and Ovarian 
Responses t。 α>rltrOUed ova꺼an 

Hyperstimulation for fVF-ET 
Medidnc 

137 김성훈 최영민， 박인애， 채희동， 10.16- Philadelphia , The 60th Ann따l Decreased expression of angio-
(poster) 김청훈，강병문 20 U.S. M얹ω19 <:i t.he 용띠n in the eutopic endome떠ωn 

Af。mreRrieapnI여 Su@ajigvey 
from jnfertile wornen with ad-
vanced stage endometri∞is 

Medicine 
138 김용법 10.17 서율대학쿄병윈 한국l용인암찌단 신생명환형성억제 항암화학요법 

임상의학연구소 심포지용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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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찌 장소 
희훌뼈또는 

낼표또는강연 세륙 
(좌장) 심포지용 명칭 

154 션용학 김용범， 김재원， 박노현， 10.22- 서율 재90회 Imm띠P비Slod엉nical evalua따)O á 
(p∞ter) 송용상，강순범，이효표 24 에리어트효탤 대한산부인과학회 steroíd receplors and íts dinical 

학슐대희 sigr파ìcance in endometrial cancer 
155 강석범 김재원， 박노현， 강청훌， 10.22- 서율 에려어트 채90희 Aberrant DNA hy야nneÙlylation: 

(poster) 박노현， 송용상， 강순법， 24 호헬 대한산부인과학회 α외nctive epi홈netic marker be-
이효표 학슐대회 tween adenocarcinoma and 찍ua-

mous ceU carcínorna of ceπix 

156 강석범 김재원， 박노현， 용용상， 10.22- 서율 에리어트 제90회 Association of M1liFR AI298C 
(poster) 강운법， 이효표 24 호텔 대한산부인과학회 polyrnorph파n with the p~앵nosis 

학술대회 。f early Sl3ge cervícaI cancer 

157 강석범 김찌원， 박노현， 총용상， 10.22- 서율 때리어트 쩨90j뇌 ∞IX-2 hypermelhylation is a prc끼g-
(poster) 강순범，이효표 24 효랩 대한산부인과학회 nostic faα。r of cervical cancer 

학슐대희 

158 강석범 김찌원， 강경훈， 이 션， 10.22- 서융 메리어트 채90회 Aberrant hyperrnethylation profiles 
(poster) 박노현， 용용상， 강순범， 24 호탤 대한산부인과학희 。(enφmetrial adenoc와디noma 

이효표 학슐대희 

159 이상용 강술법， 강석범， 김채원， 10.22- 서율 메리어트 제90회 Intravenous iron therapy in the 
(π)Sler) 박노현，송용상，이효표 24 호댐 대한산부인과학회 mana양ment of anemic pa디ents 

학슐대회 wíth gynecol앵c disease 

160 심순섭 손유정， 박찬육， 오수앵， 10.23- 서율 때리어트 째90회 Rh 풍총연역 산모에서 반복 태아 
(poster) 박충신， 전총관， 융보현， 24 효엔 대한산부인과학회 수협애 따를 태아 충대뇌동맥 도플 

신희철 학술대회 러 수치의 변화 

161 훈신용 10.24 그랜드힐튿 대한내과학회 배아줄기새포의 연구와 치료 
서율효옐 

162 훈신용 10.29 식약챙 식약챙 초청 강연 배아줄기새포의 연구와 치료 

163 이효표 강석범， 김푼흉， 주 웅， 10.29- Vienna, Austría 재정차유럽 Ep닙앙mal growth factor recepωr 

(poster) 이상온， 이송숙， 박인애， 11.3 내과총양학회 expression in 31 ca똥s of vulvar 
김용범， 김재원， 박노현， 학슐대회 cancer 

강순법 

164 푼신용 10.3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Embryonlc stern 야11 re앙arch and 
lG-POSCO 줄기세포 Ùlerapeutic donlng 
경영관 4충 심포지융 

165 (김갱구) 11.3 서융 리츠칼툴 대한몰다공충학회 HRT and osteoporosis 
호랩 추계 학술대회 

166 푼신용 11 .5경 코액스 대한기초치의학 줄기세포 연구의 현황 및 천망 
컨퍼런스센터 학술대회 

330호 

167 박충신 11 .5 서율대학교병현 그핸드라운드 Biornarkeπ fcπ severe preeclarnp-
A강당 sia in CSF 

168 김석현 11.6-7 Osaka , Japan π、e 7th Annual U똥 이 GnRH antagonlst in IVF-
Meeting of the ET 

JSAR 
169 (김갱구) 11.7 서옳그핸드 대한예정학회 숙채보고 

힐튼호탤 학슐대회 

170 (강순범) 11.12 가톨릭대학교 제10차 KGOG educatiα1 session 
의과학연구소 대한부인총양·콜 
강당 포스코피학회 

추계 심포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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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사또는 

공저자 날찌 장소 
학술대회 또는 

발표또는 강연 채목 
(좌장) 심포지용 명칭 

186 깅융명 김희션， 오션경， 구숭엽， 11.26 서융 대한불임학회 Differentiation of cardiomyocyte 
(κ)Ster) 김석현， 최영민， 김갱구， 채47차 from human emb깨'Onic Slem ccU 

문신용 추계학슐대회 

187 (강순범) l L28 서융 제4회 
르예상스효탱 포천충문의대 

분당차병원 

진료부산인떼암 심 총포합지융 
188 김용범 11.29 서울대학교병웬 셰16차 Management of menorrhagia 

임상의학연구소 대한산부인과 
강당 내시정학회 

추계학슐대회 

189 조명수 요선정 ， 김회션， 김윤영， 12.1 서울대학교 한국뇌신경과학회 Distinct prope띠es 피 neural ωF 
(p∞ter) 김영희， 문화판 학슐대회 ferentiation among human embry-

김동육，문신용 onic Slem cell 뻐es， SNUhES1, 
SNUhES2 and SNUhES3 

190 이효표 주 용， 강석법， 김재원， 12.1-5 Houston, U.S. 재5차 Promoter polymorphism ln the 
(posler) 박노현，총용상，강순벙 국쩨난소암학회 matrix rretaIIoprot잉nase-l and risk 

c:i ova따n cancer in Korean ~ 

191 (강순범) 12.5 강남성모병웬 제9차대한 
의과학연구현 심신산부인과학회 

학슐대회 
192 최영민 12.16 부산 KBS 채7회의학 자궁 강내화악중 자궁내막중의 원인 

방흥국 KBS 흩 
193 박충신 12.16 서울대학교병훤 차원용사자톨 충년 여성의 건강 

소아제l강의실 위한흑강 

194 송용상 12.19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요실금 치료의 허와 실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확 

강당 

195 박노현 12.19 서율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 21새기 초일휴병원의 경영전략-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확 서울대학교병원 VlSION 21-

강당 

196 최영민 12.19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괴실 Low Dose and Ultralow Dose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좌 HRT 

강당 

197 전총관 12.19 서울대학교병웬 산부인과학교실 예바 임신부부의 건강상담법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화 

강당 
198 김재원 12.19 서율대학교뱅웬 산부인과학쿄싣 외래에서외 Pap 이상， HPV 검사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화 지침 
강당 

199 (문신용) 12.19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 D엄sion-m때ng in reproductive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화 endocrinol앵f 

강당 

200 (김정구) 12.19 서울대학교병웬 산부인과학교실 Review and Prep course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화 

강당 

2이 박충신 12.19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 VBAC(Vaginal B따h After Cesar-
임상의학연구소 연수강화 ean): the risk is unacceptable!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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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Obste띠cs & Gynccol앵y) 

싸)(l Tue Wed Thu Fri 

08:00 Ward Round Ward Work Ward Work Ward Work 
AlI Staffs S.H.Kim, Y.S.Song S.H.Kim, Y.S.Song B.H.Y∞n， S.H.Kim 

Didactic 
N.H.Park, }.W.따m ).KJun, ).W.짜m N.H.Park, J.W.짜m 

kαure 
J.S. Park, S.Y.Ku J.S.Park, S.Y.Ku J.S.Park, S.Y.Ku 

for Junior OPD OPD OPO 。PO

H.C.Syn, S.B.Kang H.P. l..ee, S.Y.Mαm B.H.Y，∞n， Y.M.αα ).G.찌m， Y.S.Song 

13:30 ).S.Park ).KJun N_H_Park J.KJun 

14:00 Gyn operation Early pregnancy Dysmenαrhea & Obstetrical 
techniques & vaginal bleeding premenstrual syndrome Aneslhesia 

Early 이agnosis 
H.W.)un ).GJung, J.K.)un Y.M.Choi, S.Y.Ku K.R.Koh, S.S.Shim 0( Gyn carlCer 

Case presentation: Slide: 
16:00 ).H.Lee, Y.S.Song FetaJ mo띠toring Conference (4PM) Obste띠cal USG Grand Rωnd (5PM) 

Y.M.Choi, J.S.Park ).G.Kim, B.G.Yoon H.T.κm， J.S. Park Al1 staffs 

17:00 

Ward Round Ward Round Ward Roond Ward Round Ward Round 

Week 3 (Obstetrics & Gynccol앵y) 

싸)(l Tue Wed Thu Fri 

00:00 Ward Rαmd Ward W，αk Ward Work Ward Work 
AJI Staffs S.H.Kim, Y.S.Sα19 S.H.Kim, Y.S.Song B.H.Yoon, S.H.K띠1 

N.H.Park, ).w.Kim J.KJun, ).w.Kim N.H.Park, ).w.Kim 
Didactic ).S.Park, S. Y.Ku ).S.Park, S.Y.Ku ).S.Park, S.Y.Ku 
kαure 

for )uníor OPO OPD OPO OPO 
H.C.Syn, S.B.Kang H.P.Lce, S.Y.Mα)0 B.H.Y，∞n， Y.M.αlOi ).G.Kim, Y.S.Song 

).S.Park ).K.)un N_H.Park ).KJun 
13:30 
14:00 case presentation: Self Study 

Fernale infertility 
Trophoblaslic 이sease 

Adnexal rnass 

Orug & ra이atioo 
Test I 

e찍JOSure S.H.Kim ).W.Kim N.H.Park 
education resident 

16:00 10 pregnancy 
V떼00: 

Video, Slide: Grand Round (5PM) 
G.Y.Lee, ).s.P따k Gyn microsurgery Conference (4PM) 

Gyn-microsurgery 씨1 staffs 
S.Y.Ku, B.Cjee H.S.Seo, ).w.Kim 

17:00 S.B.Kang, y.s.Soog 

Ward Rαmd Ward Rα1nd Ward Round Ward Round Ward Rα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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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6 ~α)5t않ics & Gyne∞l앵y) 

Mon Tue Wed Thu F꺼 

08:00 Ward Round Ward Work Ward Work Ward Work 
매I Staffs S.H.Kim, Y.s.Song S.H.Kim, Y.S.Song B.H.Y∞n， S.H.찌m 

N.H.Park, j.W.Kim ).KJun, ). W.Kim N.H. Pa.rk, J.W.Kim 

Didactic J.S.Park, S. Y.Ku j.S.Park, S.Y.Ku ).S.Park, S. Y.Ku 

L.ecture 
for Junior 

OPD OPD OPD OPD 
H.C.Syn, S.B.Kang H.P. L.ee, S. Y.Mαm B.H.Yoon, Y.M.Choi ).G.따m， Y.S.Song 

J.S.Park ).KJun N_H.Park ).KJun 

13=30 Abnonnality of 
14:00 똥condary sexual Parturition Male im.잉피ity Self Study 

developmem 

Menopause K.B. Bai ).KJun, K.H.Park S.Y.Ku 
Test [J 

education resídem 
16:00 

J.K. Kim 
Slide: case prescmation: 

Conference (4PM) Grand ~ωnd (5PM) 
Pelvíc recon:잇f\Jction 

Y.H. l..ee, S.Y.Ku 
Ovarian cancer 

AlI staffs 
).W.때m S.B.Kang, N.H.Park 

17:00 

Ward Round Ward Round Ward RαJOd Ward Round Ward Round 

@ 대학원과정 

교과묵번호 교과목명 요 일 교 시 담당교수 

802.541 여성생식 생리학 ;n:l ~10 신회철 

802.548 산부인과 초용화학 :ni 용10 신희철 
8이.803 (1 17) 대학원 논문연구 이효표 

801.803 (118) 대학원 논운연구 신희철 

801.803 (119) 대학원 논운연구 강순범 

801.803 (120) 대학현 논문연구 문신용 
001.803 (121) 대학원 논문연구 김청구 
001.803 (122) 대학원 논문연구 용보현 

001.803 (123) 대학원 논문연구 최영민 

001.803 (124) 대학현 논문연구 김석현 
001.803 (125) 대학원 논문연구 용용상 

001.803 (126) 대학원 논문연구 전총관 
801.803 (127) 대학훤 논푼연구 박노현 

801.803 (128) 대학원 논문연구 서 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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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4318호 

A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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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담회 

감ldα:rinology Book Review 
Grand Round 

Oncology Meeting 

요일 

금
 금
 
토
 

E낀 맑究現況 

φ 국내학흩지 주 연구논문 

<:> 
tr 

10. 최엿'?l. 구휴연， 요성택， 황규리， 효쇼벌l 박생효， 장용 
란， 말논혈， 박인얘， 객휴관. 서착석. 낌석혀. 검쩌구. 

물쇠효. 자궁내악충 환자에서 에스트로젠 수용체 유전 

자 Omudeαide Re야al 다형생 양상. 대한산부인과학 
회지 2004; 47(이: 1204-9. 

11. 김진아， 이휴경， 배재만， 최영식， 지뱅첼. 구송연. 서횟 
설J 최엿'?1. 김것구. 짝l휴. 킴석협. 배아이식시 이식 

관 의 총휴가 체외수갱시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판 

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47(기: 1355-62. 

12. 강정화， 휠훨민， 이병석 , 효순벌， 장온란， 배상규， 박인 
얘， 쩌총판， 지볍청. 구송엽. 서황석. 김석행. 검척구. 

효쇠융. 한국인 지궁내막충 환자어써 p53유천자 α잉on 

72 다형성 양상.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47(없: 

1540-4. 
13. 황규리， 휠멸~， 융지성， 이훤돈， 구솜연. 지뱅청. 서황 

석. 킹석협. 킹껴구. 분{'I휴. 체외수갱시슐시 에스트로 

겐 수용체 유전자 Pvu ll 및 Xbal 다형성이 과배란유도 

및 임신 철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47(8): 1552-7. 
14. 검껴구. 구숭연. 깅석협. 획 C섭민I 훈신용. 자궁근종환자 

에서 자궁척출술 전후 혈청 인슐린유사 생장인자 결합 

단백-3 훈혜효소의 동향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 

회지 2004;47(12):2424-24 29 . 
15. 낌쩌구. 킴석혐. 최엿민. 훈깐l홈-. 이친용. 한국 혜경여 

성애셔 칼숨 감지 수용체 유천자 (CA) 다형성과 꿀밑 
도 및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골 반용도사이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2004; 47(12): 2430-2438. 
16. 황규리， 휠멸밀， 최두석， 액광현， 꺼빼쩌. 배황볍， 손영 
수. 구송연‘ 지벗청. 서하석. 킴석협. 컴쩌구. 분~I욕. 

다 냥성 난소 충후군 환자에서 에트포민 치료의 효과 

와 인슐린 저항성. 대한산후인과학회지 때4; 47(10): 

1949-53. 
17. 휠경밀， 검은주， 이미란， 손영수， 최진， 황도영， 죄좋표‘ 

지t협챙. 구송연. 서짜석. 킴석혐. 킴쩌구. 무선욕. 한국 

인 혈우병 A의 Factor V111 유천자 변이 양상. 대한산 
부인과학희지 2004; 47(10): 1975용1. 

논 번호 

1. 성효숙， 이시용， 김진주， 융상호， 이준호， 주 용， 좌뾰촬ι 
구숙연‘서짜석.최영민.김껴구.훈선용.검석혐. 빼아 

의 자궁내이식시 보조부화슐의 엄상객 유용성. 대한산 
부인과학회지 2004; 47(1): 28-37. 

2. 김기동， 이준호， 이시은， 섞순성‘ 구휴연. 박춧싼1 천총 
과， 캠석뼈. 최액'?l. 윤보뼈. ~1회휩. 임신전 모체내 갱 

자 노출이 임신충 고혈압 발생 애 미치는 영향. 대한산 
부인과학회지 2004; 47(1): 104용. 

3. 최영식，김선미，김상돈，이홍융，지뱅청.구충엽，서하 
석. 최영민， 김챙구. 문신용. 검석혐. 기처 혈충 FSH 농 
도가 높용 채외수갱시슐 환자의 과배란유도시 저용량 

GnRH Agonist 장기투여법의 임상쩍 유용성. 대한산부 
인과학회지 2004; 47(2): 269-n. 

4. 김 훈， 생효숙， 주 용， 이정수， 홍준석， 성순성. 박충{'I 
쩌훗환. 용보혀. ~1회청. 임신과 동반된 급성 꿀수백혈 

병 1예.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47(2):3η-6. 
5. 이유정，성효축，홍준석，성순성.박충선.쩌휴판.윤보 
뾰4뾰혈. 체외수갱 및 배아이식으로 벌쟁펀 갱상임 
신과 부훈포상기태의 쌓태엄신 l예. 대한산부인과학회 

지 2004 ;47(8):158ι90. 
6. 이시용，성효숙，박상신，김윤환，쇠술쇠，홍준석， 앞효 

선. 캔쭉판‘ 용보행. 선회휠. 선천생 횡격막 탕장이 동반 

된 태아의 주산기 빼후률 예측하기 위한 산전 호용파의 

유용성. 대한산부인과초용따희지 2004; 6(1): 26-35. 
7. 김것구.구속연.껴션협.최영민.문신용.이친용. 한국 

쩨경 여성에서 ￥갑상선 호르몽 유전자 BsIBI 다형성과 
올밀도 및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물보k용도 사이의 연 
판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4; 47(4): 656-62. 

8. 이동윤，박상신，조현일，이동욕，박찬육，손유정，황규 
리， 성슴섭. 천혜원‘ 박충선. 캔훗판‘ 배황범. 용보현‘ 선 

휠철. 혜링프판명활근종중 환자에서외 임신 I예.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2004; 47(11): 222까35. 

9. 김선미. 김석협. 체외수갱시숨시 청상 난소 반용 예측 
환자에서 Gonadcxrop따relea 해18 Hon뼈lC N‘a맑따t 
와 Ag。띠R 의 효용성얘 판한 연구. 대한소L부인과학회 
지 2004; 47(5): 없0-8. 

<:> 
tr 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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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운 

이 ONA의 산화척 손상에 미치는 효과 명가률 위한 예 
비 연구. 대한노화방지외학희지 2004; 1(1): 5(}8. 

3. 서경， 박문일， 김석영， 뾰쇠， 한영자. 1995년-2000년 
한국의 모성사망벼 빛 모생사인의 변화. 대한산부인과 
학회창지 2004; 47(12): 2345-50. 

4. 허헨쩨， 둡쇠효. 배아줄기세포의 죠직용학척 활용. 인구 
의학연구논집 2004; 17: 1-9. 

5. 김용희， 웰효 Ne뼈cience 훈야얘서의 배아줄기세 

포 용용가놓성. 인구의학연구논집 2004; 17: 10-3. 

번효 논 운 

6. 조명수， 오선정， 폴쇠효. 배아줄기세포주간의 셔로 다흘 
폼화 혹성. 인구의학연구논집 2004; 17: 43-7. 

7. 권영도， 요션경， 물쇠옳. TAT JYID훌 이용한 Mα2.5 단 
맥질의 인간배아출기세포로의 도입. 인구의학연구논집 

2아>4; 17: 4용53. 

8. 융태기，훨훨밀l 김션행，강인수，김갱훈， 노생일，류철 
회，물쇠효， 민용기，이규섭，이병석，이상훌，이여일，이 
웬톤， 이갱호， 션상식， 한혁풍. 한국 보죠생식슐의 현황: 
2001년. 대환산부인과학회잡지 2004; 47(12): 2짧302. 

@해외학흩지 연구논문 

번호 논
 

a 
I 

a r 

1. Hwang WS, Ryu YJ, Park JH, Park ES, 냥e EG, κ∞ 
JM, J∞n HY, Lee BC, Kang SK, 찌m SJ, Ahn C, 
Hwang JH, park KY, CibeUi JB, 딘잊암효y. E에idence 

。f a pluriαJtent buman embryonic stem ceU 파le 

derived from a cloned 바잃tocyst. Science 2004 Mar 

12; 303(5664): 1669-74. Epub 2004 Feb 12. 
2. Suh MR, Lee Y, κm JY, Kim SK, 씬g뜨효y， Lee JY, 

Cha KY. Human embryonic stem cells express a 
unique set of rnicroRNAs. Dev Biol 2004 Jun; 270(2): 
4앓98. 

3. κm SJ, Pa rk JH, Lee JE, 찌m JM, Lee)B, 센뜨쁘짚l 

Roh SI, Kim CG, Y，∞n HS. 당Tects of type IV 

∞lIag윈1 and laminin on the cryopreseπ'ation of 
human embryonic 않m ceUs. S떠n αus 2004; 깅(6): 

950-61. 

4. Chang 빠-1， Lim JM, Kang SK, 냐e BC, 댄oon 효y， 

Hwang WS. An optirniz.ed pr'αα:01 of a human
따g띠e interspeαes somatlc cell nuclear transfer. 
Fertil Steril 2α껴 Oct; 82(4): 960-2. 

5. Kim TM, Park 1S, Shín SS, Han JY, 센잊뜨효y， Lim 

JM. An 띠terclass nudear transfer between fowl aJ녕 

mammal: in 에trO devel，φment of chicken-to-catt1e 
embry∞ and the detection 아 chícken genetic ∞m

pl윈nents. Fer피 SteriI 2004 Oct; 82(4): 957-9. 
6. Romero R, Espinoz.a J, GαlC3Ives LF, Gomez R, 
M잉ina L, Silva M, Chaiworapon흉a T, Y약암i펀， 
Ghez.깅 F, Lee W , TreadweU M, Beny SM, Maymon 
E, Mazor M, OeYore G. FetaJ cardìac dysfunction in 
P멘erm p얻mature rup찌re of membranes. J Matem 
Fetal Neonatal Med 2004 Sep; 16(3): 146-57. 

7. 쁘띤효， Romero R, !:![on2 IS. Park 011. lun r!Ç, κm 
BI, Yoo뜨효겐.C뻐ical 잉gnificance of intra-amniαic 

번효 논 

inflammation in patients with preterm 다-emature 

mαure of membranes. Am J 이)StC( Gyne∞I 2004 
αt; 191(4): 1339-45. 

8. Yang JH, Kim YJ, chω19 JH, Kim MY, Ryu f뻐， 찌m 

HK, Han JY, Yang SH, κm A, Kim HS, Lee 깨， Kim 
SS,Kim η， Koh KS, S비n JC, Cho YK, Y쁘므효건.A 
multi-center S(udy for bi며1 defect m。띠(oring system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04 Aug; 19(4): 509-13. 

9. Lee SO, Kim MR, Hwang PG, ~him SS. Y∞n B!:!. 
Kim 디. Chorionic plate vessels as an origin of 
am띠αic fluid neutrOphils. Pathol Int 2004; 54(7): 
516-22. 

10. ~'ark 암i. Y∞n BH. Shlm SS. lun 11<. Svn HC. 
뻐nn때ic f1uid tumor necro5ÎS factor-a때13 때 marker 
for the pre이ction of early~ neα13tal seps잉 in 
preterm 13∞r. Gynecol 이:lStet Invest 2004; 58(2): 
8+90. Epμb 2004 May 12. Epub 2004 Jun 10. 

11. Jang YK, Park JJ, Lee MC, y쁘암효센， Yang YS, Yang 
SE, Kim SU. Retinoic add-mediated induction of 
neurons and gl때1 ceUs from human umbilical 
。。며깅crived hematopoietic stem cells. J Neuro잉 

Res 2(뼈 Feb; 75(4): 573-84. 
12. Pa쁘~， Noh OY, “m SH, κm SH, Kong G, Chang 

CC, 냐e YS, Trosko ]E, Kang KS. Gene Expression 
Analysis in SY40-ìmmoraJjzed Human Breast Lun피131 

Epithelial Cells with st하n αU Cha.raαeristlcs Using a 
cDNA Microarray. 1nt J Oncol 2004 Jun; 24(6): 
1545-58. 

13. pang MG, 1ee BC. Kim SH , Ryu BY, α1 SK. Suh CS. 
센뜨암파Y. Chromosomal Constitution of Embryos 
De꺼앤d frαn Tripronudear Zygoces Sruφed by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Using Prob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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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현횡 

순번 
연 구 

연구기긴 연구비종류 급액 (천월) 연구채목 
책임자 

강순범 2004.용2009.8 위탁임상연구비 330 팡법위 자궁절제슐 후 째벌 고위험 인자톨 가진 자 
궁정부암 환자에서유 p효ad성itax 및eV 안g전rbo성p에1atin 똥시 함암 
화학방사선요법의 대한 2상 임 
상시험 

2 강순범 2004.7-2005.6 서융일반대학연교구벼병훤 10，αm 자궁경부암예서 태JT 션사 단백질 방현의 임상병려 
학척 중요성 판한 연구 

3 문신용 2004.12-2005.12 세포용용연구사업단 20，αm 즐기세포의연구 

4 운신용 2004.4-2005.3 세포 2연l용C구용개 프연발혼구사티사업어업단 1 ，150，αm 인간천훈화농 줄기세포 확립 및 써포주옹맹 훈영 

5 품신용 2004.4-2005.3 21C 프흩티어 

세포연용구용개연발구사사업업단 
100;α)0 BT 훈야 공룡활용장비 구축 · 운영 

6 운신용 2004.Sα>06.9 위탁임상연구비 70,400 보조생식쉴assist，어환 R자pr에odu 있cti어ve tecπ10I얘y， AR'O 
융 위한 여성률엄 DA-3~)1 주사제의 
유효성 및 안천생 명가톨 위현 재3상 임상시험 

7 김정구 2002.7-2007.6 위탁임상연구비 50;αm 갱년기중상과 유방암의 병력이 있는 여성에서 티불론 
의 안전성과 유효성융 초사하기 위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배갱， 이충명검，~행， 위약 대죠 임상시험 

8 김정구 2004.8-2005.7 위탁잉상연구비 25，'아)() 업관S동증상이 있는 쩨정후 한국 여성융 대상으로 

안쩔릭청(드로스피해논 2투mg여과하여 얘스 유트효라생다과융 내 1약mg성)융율 
28일 투여주기로 4주기 
연구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맹검， 우작위， 위약 대조 
임상시험 

9 김청구 2002.7-2004.4 보건복지부 59，'αm 한국 폐경여성에서 interleukin(IL)-1 , 1L-6 유전자의 
다형성과 션협세포에 의한 11-1, ι6계 인자생산 및 
몰밀도의 상관생 

10 김정구 2α)4.12-2005.11 대한혜정학회 뼈D 5，'αm 한국 혜경 여성에서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관계 단 
연구비 액 5 유전자의 single nuc대leot한 id 골e반 때용π도의lOrp 연M관sm성 률 

양상과 골량 및 치료애 에 
관한연구 

11 김정구 2004.5-2005.6 서융대학교병원 10，αm 한국 자연꽤경 여성에서 뼈ulin-like gr。‘야1 factor-I 
일반연구비 (IGF-I) 수용체 유션자 다형성과 혈중 IGF-I 농도 및 

꿀벌도와의 연판성 
12 용보현 2004.5-2005.4 보건의료기슐 275，'αm 조산 및 조산아 장얘의 벌생기전， 산전진단， 치료 및 

연구개방사업 예방 - 척극척 치료톨 용한 죠산 및 조산아 장얘 예 
방 : 임상시험 

13 최영민 2004.7-2005.6 서율대학교병현 10，'αm 한국인 다낭성 난소충후군 환자에서 CYP11a 유전 

일반연구비 자 (nna)n 다형성 양상및 역할 

14 최영민 2003.12-20여.11 보건북지후혹갱센타 95，'α)0 자궁내악중 관련 유천체 연구 
연구지원사업 생식의학 

및 률임 유전체 연구 
15 최영민 2004.7-2005.6 서율의대 교육연구찌단 5，'αm 한국인 혈우병 A 환자에서 PCR올 이용한Factor V111 

교설지청기금 유전자의 Inversion 진단 및 보인자 진단 

16 김석현 2004.7-2005.6 서융대학교병웬 10，'αm 기저혈중 FSH 농도가 놓용 블임환자의 체외수청시 
일반연구비 슐시 성선지극호르몬 분비호르온 유사체훌 이용한 과 

배란유도가 난포액내 인슐린유사성장인차및 결합단 
빽질 놓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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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 4 ，237명 

• 산과: 1 ，291명， 부인과 : 2946명 

• 병영별 상위 10대 질환자수 (반복입웬포함) 

순위 병 명 깎
-
쨌
 

% 
% 
% 

갱
 

mm 

빼
 
m 
mm 

뼈
 

흰
-

1 
2 
3 
4 
5 
6 
7 
8 
9 
m 

훌만 
난소암 
자풍근총 
자궁정부앙 
재왕절개수슐외 기왕력 
양성난소종양 
조찌흉 
분만중 태아 이상 
난소낭종 
자궁내막충 

@ 수슐건수 : 2，'α)9건 

• 수술별 상위 10대 수슐 

순위 1 “ -‘ 훌 흰자수 수 훌 기 법 

1 제왕절개슐 353 개욕율흉한분안방법 
2 복식전자궁척출슐 347 개복율흉한자궁의 척훌 

3 시험척개북슐 307 주로 난소의 명변애 대하여 시험객 개복술융 시행함 
4 철식자궁척출슐 153 자궁할출의 경우가 많고， 대개 질혹현도 함께 행함 
5 복강정하난소녕총제거슐 145 물반경용 흉한 난소‘냥총의 제거 
6 자궁근종철채슐 121 개복하여 근총만 절께하고 자궁을 살링 
7 혹강청하질식자궁척출슐 117 복강정의 도용융 얻어 질융 통해 자궁척출 

8 근치척자궁척출슐 85 주로 차궁정부앙에서 시뱅. 립프절재거도 행함 
9 Tension fi얻e Vaginal Tape 36 M잉h톨 사용하여 요도의 과운동성융 막고， 골한푹융 강 

(TVI1 화시킴 

10 수슐척 자궁정 32 자궁경율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슐융 시행함 

@검새치료)실적 

겁새치료)명 겁새치료}건수 겁새치료)명 검새치료)건수 

Fibronectin 147 AH 17 
Amniocentesis 642 COH+IUI 83 
Cordα:entesis 23 Pap smear 19,572 
Non.stress tesl 11327 Biopsy 1,523 
IVF&ET 177 CoIα$∞'PY 680 
SOR 2 Hyb꺼d Ca마ure 4,095 
Thawing ET 27 UETZ 344 
ovum Donation 2 Laser Vaπ〕꺼Z3tion 10 
IαI 38 DiagnosilC laparosoopy 358 
PESAIlCSI Diagnostic hyster∞α끼py 188 
MESA끼αl 0 외래초용파 15,307 
TESE 7 병설초융따 1,531 



학회 이사회 및 7차 만성신부전에서의 성장 및 발육에 

관한 심포지웅애 참석， 5월 1일 최충환 교수 미국 5an 

Francisc。에서 개최된 ‘ 2004 Pediatric Academic 50-

cieties’ Annual Meeting얘 화장으로 참석， 배용갱 임상 

조교수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학회 참석， 5월 24일 

이환총 교수가 핀랜드 탑때례에서 개최된 감영학회 창 

석， 5월 29일 황용송， 김기중， 교수， 채총회 임상초교수 

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 간철학회에 참 

석 ， 6월 15일 신충호 촉탁교수 미국 뉴융리안즈에서 개 

최된 미국 내분비학회 참석， 7월 9일 양세원 교수 중국 

계립에서 개최된 소아 내분비학회 참석， 7월 2일 서정 

기 교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nd World Congress 

of PedialriC Gastroemerology, Hepal이앵Y & Nut끼

tion 학회 초청 강연， 8월 16일 융용수， 이환종 교수 멕 

시코 칸풍에서 개최한 세계 소아과학회 참석， 8월 26일 

최용， 정해일 교수 호주 아렐래이트얘에 대체된 째계 

소아신장학회 및 council meeting 참석 ， 8월 31일 안효 

섭， 신희영 교수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 10차 국제 

혈액학회 참석， 8월 27일 김기충부교수， 채총회 엄상조 

교수 태국 방콕 아세아 오세아니안 간질학회 참석， 양 

세원 교수， 신충호 촉학교수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 참 

석 ， 9월 23일 양써웬 교수， 신충효 촉탁교수 일본 고빼 

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소아 내분비학회 참석 ， 9월 

29일 이환종 교수 미국 Boslon에서 개최된 감염학회 

참석， 10월 20일 김충곤 교수 프랑스 파리얘서 개최된 

연역학회 창석 ， 10월 26일 하일수 교수 미국 째인트루 

이스에서 개최된 Renal Week 2004 참석 , 황용송， 김기 

중 교수， 채종회 임상조교수 베트남 호치민얘서 개최된 

아세아 MS 포럽 참석， 12월 2일 신희영 교수， 최형수 

임상조교수 미국 San Dieg。에서 개최된 미국혈액학회 

(ASH) 연례 회의 참석 , 12월 2일 황용숭 교수 미국 뉴 
올리안스에서 개최된 간질학회 창석， 12월 7일 이환총 

교수 발래이시아 쿠알라륨프에서 개최된 심포지웅 참 

석， 12월 4일 최중환 교수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49차 일본 미숙아 및 신생아학회에 초청강연 연자로 참 

석하는 퉁 활발한 활용율 하였다. 

학내의 발령 및 송진융 살펴보면 3월 1일 김이경 혹 

탑교수， 4월 1일 배용갱， 최형수， 채총회 임상조교수 요 

원으로 발령받았다.8월 31일 김한석 기금 조교수가 신 

규 발령융 받었고， 하일수 부교수가 10월 l일자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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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진 되었다. 

해외 장단기 연수로는 이환종 교수가 7월 16일 - 8월 

14일 까지 미국 보스턴 소아병왼얘서 소아 강염성 질환 

연수차 단기연수롤 마쳤으며， 패성 기금 조교수7} 8 

월 1일 미국 보스턴 Messachusens GeneraJ HospitaJ, 

Harvard Me이cal sch∞l에서 장기 연수후 귀국하였고， 

9훨 1일 박준풍 기금 조교수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C.S. Molt Children’5 Hospital에서 장기 연수 

후귀핵였다. 

포상얘서는 소아과 교실내 최우수 전공의로 송온정 

천공의가， 최현진 전공의가 우수 전콩의로 수상하였다. 

륙수검사실 :4개의 단위별 검사실얘서 소아 소화기， 

순환기， 호홉기， 신경내과적인 모든 철환의 이상 유무 

와 수련의의 수련과정 및 학생 교육의 과육장으효서 교 

육， 연구， 진료의 기능융 담당하고 었다. 

심장검사실온 심도자실， 싱얘코실， 심전도설， Holter 

실， 4개의 소단위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12월 

얘는 섬에코 기기의 도입으로 심얘코실이 강H의 방으로 

공간 확충이 되었으며， 이에 뇌파검사실응 5충으로 혜 

기능검사실용 2충으로 이전 되었다. 심도자실용 방사선 

과 혈관조영실에서 심도자검사훌 시행하여 심장병 진단 

및 수슐여부훌 결쩡하며， 벼수술적 풍액관개존쩨쇄술 

풍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TIlt 검사， lsoprlαerenol 검사 

도 시행하고 있다. 부정액 환자률 위한 심장전리생리검 

새티ectrophysiol앵y slUdy)와 고주파전극도자철제슐 

(Radiofrquency catheter ablation)옹 기기 노후화와 부 

촉으로 본원심장센터에서 주 1일 실시하고 있다. 심에 

코실에서는 소아심장초옴파 검사와 태아심장초옴파 검 

사로 순환기 질환에 대한 검사훌 하고， 심전도실과 

Holter 실에서 심전도와 24시간 심전도 및 훈동부하검 

사， 프로그래머률 이용한 심장박동기 조절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진료채도로 소아 심장분과에서 심방 중격 결 

손충의 기구 삽입에 의한 비수울적 치료가 2004년 2월 

부터 개시되었으며， 소아 부갱액의 근원척 치료인 전극 

도자 절채슐 100혜(2004. 6. 8) 률따로 국내 소아얘 대 

한 치료로 최다 건수이다. 또한 자매병현인 충국 하얼 

빈 아동 병원애 소아과， 흉부외과 팀이 방문하여 충국 

심창병 환자 진료 및 수솔융 시행하기도 하였다. 

내시경설용 상부 위장판 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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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굽 성 명 학회잉월월동사항 잃 자 

교 수 하일수 대한소아신장학회 간행이사 2004.10 • 현채 

부교수 신희영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 2003.10. • 현재 
대한조협모세포이식학회 이사 2003. 8 .• 현재 
대한수혈학회 이사 20여. 4 .. 현쩨 

대한혈액학회 이사 2003. 5 .• 현찌 

@ 국내외 연수 

직급 성 명 내 용 기 긴 

기금조교수 고재성 장기 연수 2002. 8 • 2004. 8 

기금조교수 박준홍 장기 연수 2003. 8 • 2004. 8 

교 T ι‘ 이환총 단기 연수 2004. 7. 16 • 8. 14 

짧
 
- 캡 

성 명 | 인사내용 일 지 

교수 안 효 섭 ! 대한조명오세포이식학회 학슐상 수상 2004. 8. 20. 

밍 훨育現況 

@학사과정 

’ 주간실슐표 
월 화 “T 목 :C1i 

13:00 PGR 

임상 제2강의실 

14:00 

실습소개 소아방사선 집담회 병실 실슐 병실 실습 명실실습 
임상 채2강의실 

15:00 

환자배정 병실실습 

16:00 
병실실습 

중혜토의 중혜 토의(천교수) 
4총회의실 

17:00 신장집담회(격주) 실습명가 
18:00 본원 B 강당 (재6주16:00-19:00 

o>cr 실기시험: . 
천jit수)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김이경 

죠회송 

최창훤 

황진순 

안강모 

정민호 

• 석사 
싱 명 

손채성 

유진효 

이지훈 

강은경 

박온실 

나소영 

신융청 

이갱하 

이진아 

갱혜립 

논 문 제 목 

만성 저산소 자극에 의한 폐죠직 열충격 단백70의 발현과 세포충식 및 자 
연사의 양상 

폐표연활성재 단액A 유전자와 신생야 호홉곤란 충후군의 

연관생 
Escherichia coli 수악염이 유방된 신생자돈에서 고장생(]%) 식엽수가 뇌손 

상에 미치는 영향얘 대한 연구 
Matu꺼ty-On.sel Diabc(cs of the Young(MODY)과 조기 벌현 당뇨병융 가 
진 소아 빛 챙소년롤에서 MODY 유전자 톨연변이의 환석과 임상척 표현 
형과의 연관성에 판한 연구 

채초채내성 유전자재조합 대두의 allergenicity에 판한 연구 
사립백혈구항훤 DR, ∞ 유전자와 세포독성 I 립프구 항웬- 4(TGTI.A-4) 

유전자 다형성이 I형 당뇨병의 발생에 미쳐는 영향 

논 I I:;i 제 토.『a 

활로씨4정 교정술 후 혜풍액판 대치슐이 심전도 자표에 미치는 영향 

6-8세 천식환아에서 유병기간과 기관지 과반용성과의 판계 

IctaI Characterislics of Myoclonic Epilepsy in Pedialric Patients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원내 혈충감염 

Wilrn 종양 환자의 생존 훈석과 재발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소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라미부딘의 치료 후 HBeAg 용션융에 영향 
융 미치는 인자 및 YMDD 돌연변이 발생 분석 

신생아 허형성 뇌손상의 초기 진단융 위한 확산강조자기공명영상， 초옴파 
및 놔화검사의 유용성 비교 

초기 신생아에서 TlSSue Doppler l때양19율 이용한 성실 기농의 명가 

Rap넙 de(ection of human adeno、rirus rype 3 and 7 in chlldhood 
pneumo띠a by mullJplex rype-spec퍼c polymerase chain 뼈ClÍon 

저훌생으로 태어난 사춘기 이천 소아에서 인슐린 강수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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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도교수 

2α>4. 8 최충환 

2004. 8 최충환 

2005. 2 김병일 

2005. 2 양새웬 

2005. 2 김충곤 

2005. 2 양셰원 

일 자 지도교수 

2005. 2 용용수 

2005. 2 고영륭 

2005. 2 황용숭 

2005. 2 박준동 

2α>5. 2 안효섭 

2005. 2 서정기 

2005. 2 김병얼 

2005. 2 노쟁일 

2005. 2 이환충 

2005. 2 양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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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I 논

 
30. 고경남， 박수연， 임병찬， 강호석， 이정연， 황희， 체종희， 

최지은， 김기충， 황용숭: 난치성 소아 간질에서의 체톤 

생생 식이요법.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004, 12:12-20 
31. 고경남， 박수연， 황회， 채총회， 최지용， 겁기충， 황용숭: 

。lrOI1Ìc pt앵essi앤 ExtemaJ OphÙ1a1mcψl앵a어써의 DJ 
토론드리아 유천자 결살 한쇼?낸정학회지 X껴， 12:장49 

32. 박수연， 고정냥， 임병찬， 강호석， 이갱연， 황 회， 채총 
회， 최져은， 김기충， 황용숭. Duchenne/Becker 근이영 
양충얘서의 Dystrophin 유션자 분석. 대한소아신정학 
회지 12:50-58, 2004. 

33. 조회숭， 김병일， 최창원， 박준동， 김준재， 최충환. 조산아 
얘서 조직학척 융모양막염이 호홉곤란 충후군 및 만성 
혜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 소아과 2004, 47:150-156 

34. 오주연， 김성준， 유영석， 최중환~앙E찌아얘서 미숙아망 
막병중이 발생융과 위험인자. 대한안과학회지 2004, 
45:259-265 

35. 심규흥， 이진아， 신융청， 김이정， 박춘동， 김병일， 최중 
환. 극소 저출생 체충아에서 신석회화충의 위험인자. 
소아과 2004, 47:275-281 

36. 이진아， 김병일， 심소연， 신융청， 겁이청， 김한석， 최충환. 
미숙아에서 흉선 크기와 호홉곤란 충후군 및 제대혈 
@따d치의 관계. 대한신행아학회지 2004, 11:192-202 

37. 김창근， Hirohito IGta, 유진호， 고영훌. 기도내 호산구 
성 엽충에서 1L-5와 E()(값m의 역합. 천식 및 알때르기 
2004, 24:127-136 

38. 유 영， 유진호， 강 회， 강은경， 고영훌. 천명의 병력이 있 
는 학령 전기 아동에서 흉부 청진과 산소 포화도률 이 
용한 기관지 과민성의 평가. 소아과 2004, 47: 417-423 

39. 강 회， 유진호， 유 영， 고영률. 아토피 소아와 아토피 
부모에서 피# 단자 시험 결과의 일치도. 천식 빛 알 
헤르기 2004, 24: 

40. 서동인， 유 영， 김도균， 유진호， 강 회， 고영률. 학령 
전기 아동의 천식 진단에서 흉부 챙진과 산소 포화도 
훌 이용한 기판지 과민성 측갱의 진단혀 의의. 소아 
얄혜르기 및 호홉기학희지 2004, 14:133-141 

번호 논 문 

41. 유진호， 유 영， 강 희， 고영훌. 영유아기 천명 병력에 
따혼 6황1 소아의 기판지 과민성과 아토피. 소아과 
2α>4， 47:873용78 

42. 김창근， 고영훌. 소아에서 Mycoplasma pneum。띠ae 혜 
렵 양상. 소아 알레르기 및 호홉기학회지 2004, 14:19ι 
198 

43. 유 영， 서동인， 김도균， 유진호， 고영활， 김창근. My
∞pl앓ma pnewnoniae 혜령후 HRCT상 Bro찌ωIí따 

Cbliterans 소견과 기광지 과민성의 연판성. 소야 알헤 
르기 및 호홉기학회지 2004, 14:350-357 

44. 김창근， 김병의， Hirohito IG떠， 유진호， 유 영， 고영훌. 
안갱기 천식 기도에서 INF-v 충가. 천식 및 알혜르기 
2004, 24:3π-384 

45. 장현오， 이진아， 김냥희， 갱온희， 이환총. 유리나라 소 
아 및 생인의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쩌 보유융. 소 

아과 2004, 47:1300-1305 
46. 갱에렴， 신충호， 양세원. 소아기에 방생한 안성 자가연 

역성 갑상선염의 임상척 혹징에 관한 연구. 소아과 
깅004， 47:76-80 

47. 이생용， 신충호， 양째원. 사훈기 진행에 마롤 몰대사지 
표의 변화. 소아과 2004, 47:140-149 

48. 황일태， 신충효， 양세앤. Noonan 중후군 환아의 임상 
척 륙갱과 성장호르용 치료의 반용에 관한 연구. 대한 
소아내훈비학회지 2α껴， 8:149-155 

49. 엄충셉， 신충호， 양세원. 갱상 소아-챙소년에서 사훈기 
벌달 단계에 따롱 협중 웹틴 놓도와 신체초생의 변화 
및 상호 연관성. 대한소아내훈비학회지 2004, 8:162-173 

50. 휴찌호， 안성연， 신충호， 양세현. 뇌종양으혹 치료받은 
환야에서 성인시기의 신체질량지수 중가에 영향융 미 

치는 인자. 대한소아과학회지 2004, 47:970-977. 
51. 안생연， 신충호， 양새웬. 단순벼만애서 인슐린 감수성 

지표에 대한 연구. 대한쇼화내분비학회지 때4， 8:42-49 
52. 이창진， 조회연， 김주형， 신충효， 정해일， 양세원， 최 

용. 쳐인산성 구후병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소아신 
장학회지 2α껴， 8:195-204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므
 ι 

논 

1. 박지민， 김정때， 신채얼， 김흉흉， 김태영， 갱빼일， 이채 

숭. 간질 발작으로 내원하여 진단된 Gitelman 중후군 l 
혜.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004, 8:68-73 

2. 유철주， 강입주， 구흉회， 국 훈， 김순기， 김태형， 김학기， 

김황민，김흥식，품행냥，박정덕，박갱배，박병규，박영 
실， 박상규， 박재선， 박춘은， 박현진， 서총진， 성기웅， 신 
희영， 안효섭， 양창현， 유건회， 유정하， 유용선， 이건수， 
이팡철， 이순요， 이영호， 임영탁， 장휠상， 갱낙캉， 갱대철， 

번호 논 운 

갱빼립， 조 빈， 최용묵， 하갱육， 한청우， 황태주. 한국 소 

아 악생립프종의 빈도와 치료 생척에 대한 후향척 연구. 
대현양}혈액종양학회지 :ro4, 11:153-163 

3. 챙대철， 강엄주， 구흥회， 국 훈 김선명， 김순기， 김학기， 
김l황민， 김흥식， 박정택， 박경빼， 박영실， 박상규， 박재 

선， 박준은， 박현진， 서종진， 서원석， 성기용， 신회명， 안 
효섭， 양창현， 유건회， 유정하， 유윤'-" 유철추， 이건수， 
이팡철， 이순용， 엄영탁， 장멸상， 청낙균， 청빼렴， 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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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
ι
 

논 

Medicine 2004, 32:282-287 
11 , Shin YJ, Park SE, Shim GH, Lee )A, Kim EK, Park 

jD, Kim BI, Choi )H, Fra띠띠 A, ChIoride channel 
CIQ.7 mutations in a Korean pauent with infantile 
malignanl ∞teopelr∞is initi외ly presenting with 

neonal31 thrombocytφenía ， JαJmal of Perinatol앵Y 

2004, 22(9):610-, 

12, Y∞ Y, Koh YY, Kang H, Yu J, Nah KM, Kim CK, 

Sputum e~inop비J counts and ~inophil catiOIlÍc 
p~잉n levels in ∞ugh-variant 잃Ûlma and in cl잃외C 

a왜una and their relationships to airway hyper
sensitivity or maximal airway response to metha
choline, 시le땅y 2004, 59:1055-1062 

13, Y∞ Y, Koh YY, Current treatment for p꺼mary 

ciliary dyskinesia conditions, Expen Opi띠。n on 
Phannacαherapy 2004, 5:369-3η 

14, Pal H, Hong J't’, Byeon )H, Kim YK, Lee HJ, High 
prevaJence of extended-s야ctrum be떠-lactam싫e-pro

du디ng str3 ins among blαXI isolates of Enterobacter 
spp, collκted in a tertiary h∞pltal during an 용year 

번호 므
”
-pe꺼od and thei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panems,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2004, 48: 
3159-3161 

15, JS Hwang, CH Slun, SW Yang, Clinical implicatiα15 
。，f N-(carboxymethyJ) lysine, advanced glycalion and 

pr여uα，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Diabeles, 이:>es5ity and Metabolism 2α얘， 
10(3), 

16, Yu ), Shin CH, Yang SW, Park 빠i， Eisenba찌1 GS, 
An외ysis of chiJd.ren with type 1 diabetes in Korea; 
high prevalenα of specifìc anti-islet autoantibodies, 
immunogenetic similarities to Western α:>ulaliOllS 

with ’unique’haplcxypes and lack of φscriminauon 
by aspa미c acid at posilion 57 of DQB, Clinical 
lmmunology 2004, 113(3):31용325 

17, )ong Hee Chae, Hee Hwang, Yong Seung Hwang, 
Hee )ung Cheong, Ki )∞ng Kim, 1바luence of 
MECP2 Gene Mutation and X-Chromosome 103αì

valion on the Relt Syndrome Phonetype, )ωm외 of 
ChiJd i'\curol앵y 2004, 19:503-508 

@ 해외학술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 ‘ 

1, Kyung Ha Ryu, Hee Y，αIOg Shin, Hyo Scop Ahn, 
Young )u Kim, 50 Yoon W，∞， )u y.ωng 똥oh， 

Comparìson of effìcicncy of exvivo expension of 
whole bl∞d， mononuclear cells and purificd CD34+ 
ells frαn hurnan umbHical ∞rd blood, hematolo
gica/the hemalol앵y joumal, 2004, 89(5):606-607 

2, Min-Suk Kim, Chong )ai Kim, Hyun S∞k Jung, Mi 
Ran Seo, Yong-Sung )띠10 ， Hce Young Shin, Hyo 
Sι!op Ahn, Carol ) Thicle, )e G Chi, Fibrobl웠 

grwαh faα。r 2 induces differcmiat.ion and apoptosis 

of Askin tumor cells, JαJr03J of Pahtol앵y 2004, 
202:103-112 

3, Gi Beom Kim, S∞ )ung Kang, Eun )ung Bae, Yong 

S∞ Yun, Chung U l'\oh, J∞ng Ryull Lee, Yong )in 
Kim, )ae Yωng Lee, 닮stic prope띠es of the 
ascending aona in young children after successfuJ 
coarcwplasty in infancy, Intemallonal Jouma! of Car

diol앵y 2004, 97:471-4n 
4, )eong R뻐 u!e, Hong G∞k Um, Yong Jin Kim，)∞n 

Ryang 에10， El1n Jung Bae, Chung 11 Noh, Yong S∞ 
Yun, Curie Ahn , Repaír of transκliSition of the great 

번호 논
 

C그 

;r 

aπe디es ， ventricular septa! defect and left venlrictJlar 
outflow tract φstruα。n， European)ωmal of ca며lσ 

까lOracic Surgery, 2004, 25:735-741 5, Ki CS, Han SII, 
Kim HJ, 냐e SG, Kim 티， Kim )W, Choe YH, 양。 JK， 

Chang Y), Park )Y. MutatJon speαrum of the 
glucose용phosphatase gene and its implica디。n in 
molectJlar diagnosls of Korean pat.ients with gJycogen 
storage disease type la, Clinical Geneti<:s 2004, 65: 

487-489 
6, ü 1, Shimizu H, Doan LT, )l1ng PG, U‘itsu S, Nishío 

0 , Suzuki E, 양o )K， κm KS, MUller WE, Ushij비13 H, 
Characterizations of adenovirus type 41 lSOlates from 
children with a미le gastroente꺼tis in Japan , Vietnam 
and Korea , )ωmal of Clinical Miαobíol앵y 2004, 
42:4032-4039 

7, Youngtac Hong, Ka꺼m Lee, Seun양hin Yu, Sujeong 
Kim, )∞ng-Gon Kim, Hee y.。‘mg Shin, Sunyoong 
Kim, Factαs 앙fecω，g retroviru웅mediated gene trans
fer to hurnan CD34+ cells, Joomal of Gene Medicine 
2004, 6:7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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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원기판/사업명 
연구책임자 

과 째 명 연구기간 비고 
~‘‘~~‘i 성명 

4 산업자원부 이환종 RSV 분리 빛 항체의 프로토훌 확립. 2004. 9. 1-
2005. 8.31 

5 병원/일반연구비 이환총 Multiplex 중합효소연쇄반용융 이용한 협청형 3형 2004. 7. 1-
과 7형 아대노바이러스 페렴의 조기 진단. 2005. 6.30 

6 Wyeth Korea 이환총 항생제 사용의 변화에 따혼 E. ∞U와 K. pneu- 2α)4. 7. 1-

(민간 기관) moníae가 생산하는 extendeds야ctr\1m-P -Iactamase 2005.12. 
의 빈도 빛 유형의 변화 환석 

7 Wyeth Korea 이환총 2，4 ，6깨월의 건강한 영아톨 대상으혹 프리빼냐 2004. 11-

(민간 기판) (Prevenar, 폐구균 CRM 197 단백철합백신)의 연역 2α>6. 4. 
원성 및 안전성융 명가하기 위한 공개 업상 시험 

8 병원/일반연구 최용 실험척 메산지웅 충식성 사구체신염에서 pentoxi- 2003. 7. 1-
fyline의 단독투여 혹은 angiα.ensin ∞nverting 2004. 6.30 
enzyme(ace) inhibitor와의 병용치료 효과 

9 병원/일반연구 하일수 스태로이드 반용성 신중후궁의 말초협액 단핵구에 2003. 7. 1-

서 유전자 발현양성의 용석 2004. 6.30 

10 병원/지갱연구 서정기 13c-ω'e3 breath test에 01치는 내인성 12∞2의 영 2003. 7. 1-
향에 대한연구: urea hydrolysis rate에 의한 CUI 2004. 6.30 

off vaJue의 보청 
11 병원/삼성기부금 고영률 기침이형 천식에서 최대기도반용， 최대호기속도 변 2003. 7. 1-

동쳐， 기도염중소겨 : 전형척 천식과의 비교 및 최 2004. 6.30 
대기도반용과 최대호기속도 변동치 및 기도염충과 

의 연판성 

12 북지부103보건의료 소아과 고영훌 천식 환아에서 기관지 빼타2-아드혜날린 수용세 유 2003. 7. 1-
(단독기초) 전자 다형과의 연관성 : 고용량 홉업용 스태로이드 2004. 4.30 

의 장기간 치료전과 치료후의 훈석 

13 한국아스트라 고영률 기칭이형 천식에서 최대기도반용， 최대호기속도 변 2003. 5. 1-
제네카(추)8K21 동치， 기도염중소 2004. 1.31 
산업세대용차금 

14 서율대학교방션기금/03 김기충 열성 청련의 유전학척 연구 2003. 6. 1-

신임교수연구갱착끔 2004. 5.31 

15 한국얀센 김기중 새로이 진단된 소야 간힐환환자에게 토피라메이트 2003. 6. 1-
단독요법의 유효성 안전성 명가 및 척정용량융 찾 2004. 5.31 
기 위한 다기관 엠상시험 

16 글락소스미스 롤라인 김기중 라믹탈갱 2003. 2. 1-

17 대한순환기학회 노청일 가와λ171병의 발병기전 충 tum:>r necrosís factα-a 2003. 10-
(πF-a)와 뻐하℃리l따r adhesion moIec비e-l (ICAM- 2004. 9 
1) in Kawasaki 야용ase 

18 과기후103세포 용용 신회영 조혈모쩌포의 체와충식과 훈화의 혀객화률 위한 충 2003. 7.1-
간엽모씨포 기원의 사랍 기질세포주 개벌 및 죠혈 2004. 3.31 
모세포와의 공통배양 

19 복지부/암갱북 신회영 소아 혈액종양의 연계진료시스댐 구축 2003. 9. 1-

2004. 6.30 

20 LG생명과학 안효성 악성 종양환자의 항암치료에 의혜 유도된 구강 챔 2003.10. 2-
막염에 대하여 rhGM-CSF 51ig/mL 또는 10.μg/mL 1 
일 4-5회 가글의 유효생 및 안전성융 명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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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쉬명) 
m 
m 
% 

없
 

영 

신경계흉 질환 
소화기계룡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얘 
혜렴 및 기도 감염 

명 순위 
7 
8 

9 
m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6，329명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수 

흰 자쉬영) 
% 
n 
a 
n ” 

영 병 

미숙아 

신생아황달 

선천성 기형 

미숙아 앙악병충 

호홉곤란총후궁 

순위 
--‘‘ 

,3 

tal 

r>

@ 응급실 환자수 

’ 용급실 내원환자수 : 7 ，514명 

신 환 : 2，378명 

재초진 : 3 ，뼈6명 

재 진 : 1 ，690명 

@외래 환자수 

• 외래 환자수 : 100 ，923명 

신 환 : 6 ，435명 

초 진 : 7，556명 

채 진 : 86，932명 

@ 검AH치료) 실적 

고 비 겁새치료)건수 ” 
꺼
 
m이
 꼈
 m∞
 카
 
야μ
 
n 
“m 

낀
 % 
m 
% 
9 
8 

m 
% 

ta·
/”
v 

nu 

---l 

ta---ny 

’l 
t4
‘ 

,‘ 

5 
m 
1 

1 

1 

2 

싱도자 

섬에코 

싱전도 

Holter 
빼기능 

내시경 
요소호기검사 

대장식도 내압검사 

24시간 식도 pH검사 

뇌따 

신생검 
척수액 천자(cytospin) 

몰수천자 및 생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슐 
동총골수이식술 
제대혈 이식슐 

항앙째(혈액+고행) 치료 총료 

겁새치료}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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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디 敎室를名單 

科 톨 敎 홈 김용식 
(-2004.7.15 주임교수) 
조수철{2004.7.16-

현재 주임교수) 

敎 홈 흥강의 우총인 조맹제 
갱도언 

메 敎 뺏 권춘수 하규섭 류인균 
강용구 신민섭 

助 敎 授 안용민 김용년 이동영 
윤인영 김기용 하태현 

없씬짧사 황준원 
훌뷰파 합용진 
名톨敎뺏 이갱란 이부영 조두영 

김충슐 

.任톨師 추일한 배송요 이경진 
신홈뱅 이규영 박수경 
김진영 갱재석 이대환 
청인형 안정미 서천석 
갱풍선 김갱현 이태주 

招빼敎뺏 박성숙 

招찌톨빼 엄계훤 김무진 최용성 
김션마 셜현욱 

짧찌뼈훌훌 신상철 최훈동 서동우 
황팡민 김동현 이도희 
김총석 강회찬 유재학 
박 신구영진 

招찌빼師 사숭언 박수룡 김혜남 
융 탁 

攻 톨 四 年 次 김재훈 임째인 황재욱 
갱팡모 장준환 유소영 

프 ~ 次 강병훈 흥순범 엄마향 
김의태 김세현 김성찬 

二 ~ 次 이빼우 이지영 김효원 
박희형 이숭희 정선우 
김지현 김성년 원창연 

- 年 次 김양렬 이남영 검형일 
김수경 양영회 유지민 
박태준 손지훈 노재우 

• 

얽
 

박
 

효
 꿇

 
빼
 빼 쐐 

次
次

t+ 

年
搬-----뺑

 

양
*
 

m뭘
 

.~흥 心f룰 •• r~* 
박용희 손갱아 김수정 

大 • 院 生 1훌土修7 김총훈 
t훌士四年 김장규 용 탁 
빠士三年 손갱우 융종철 황준원 

빠士二年 융세창 이준영 김석주 
하태현 

1훌土-年 김진영 신흥벙 유한익 
신재공 추일한 

碩土修7 김재훈 임재인 유소영 
청팡모 장준환 황재욱 
성영훈 이갱볍 전흥진 

빠土-年 홍순법 엄미향 김성찬 
김세현 김성년 이해우 
김지현 깅효원 

며 主톨Fi홉ltJ훌1률 

CD 본원 신경정신과 개괄적인 소개 
〈인웬 구성〉 

교수 14 (성인 : 10, 소아 : 3, 임상심리 : 1) 

션임의 

12 (유급 : 본원 5, 소아 1 / 무급 : 본현 2, 
소아 4) 

전공의 

30 (1 년차 9, 2 년차 9, 3 년차 6, 4 년차 6) 

임상심리 

10 (임상심리연수생 5, 쇄 2, 임상심리전문가 
3) 

간호사 

총 51명 (간호사 34, 보조원 17, 시간제근무자 
포함) 

기타 

〈각 파트〉 

병풍 

61병동 (23병상) 

62명동 (24병상) 

명 동장 류인균 

병통장권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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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중 부교수 하규섭 @ 각 파트별 주요 활동사항 

치매，노화성인지감퇴중 조교수 깅기웅 2004년 10월부터 체중관리 프로그랩의 일환으로 W밍1-

유전성치매 조교수 김기웅 ness Program융 개뺑}여 외래와 낮병원 환자용 대상 

수연장애 조교수 융인영 으로 진행되고 있음. 

스트혜스 초교수 융인영 2004년 11월부터 우율장애， 활안장얘 인지행동치료 

우율활안장애(신셜) 조교수 하태현 프로그랩이 61병동에서 시작되었융.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전임의 청동션 소아병동에서는 2004년 7월 조수훨 쿄수얘서 김용년 

여성정신건강 전업의 김정현 조교수로 병동장이 교체되었융. 

노인갱신장애(신설) 전임의 이태주 낮병원에서는 2004년 11월 안용민 조교수에서 강용 

구 부교수로 병동장이 교체되었옴. 

@인사사항 

직명 성명 인 사 사 항 일자 

교 수 정도언 2006년 아시아 수연학회 조직위원장 2004. 3. 1 

교 수 청도언 World Federation 0( Sleep Research Societies 이사 2α>4. 3. 1 

교 수 갱도언 국채갱신분석학회 갱신분석가 자격 인충 (Direct Member) 2004. 3. 9 

임상전임강사 황준원 본원 소아갱신과 임상전임강사로 발령 2004. 4. 1 

부교수 권준수 SCI ? 수논 몽 상 최다 저작상， 최고 impaCl faClor 상 수상 2004. 4.21 

교 수 정도언 한국갱신신체의학회 회장 취임 2004. 6.25 

혹탁후교수 함용진 서융대학교병원 촉탁 부교수로 임명 2004. 7. 1 

교 수 조수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청신과 신임 주임교수로 임명 2004. 7.16 

부교수 강웅구 미국 예일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nment 0( molecular 2004. 7.31 
psycluauy 방문초교수로의 연수용 마치고 귀국 

초교수 김붕년 독얼 학회에셔 Best Poster Award 수상 2004. 8.29 

부교수 강웅구 죠쿄수에서 부교수로 발령 2004. 9. 1 

부쿄수 신민섭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발령 2004. 9. 1 

조교수 안용민 GSK 젊옹 의학자상 수상 2004.10.22 

[IJ 敎育現況 2) 실슐구생 (4주) 

- 갱신과 병동/분당병원 실습:2주 

<D학생교육 - 외래 실습: 1주 

1) 학생강의 - 자문 및 소애보라얘병원 실습: 1주 

- 총 18주.36시간 



4) 주간실슐표 

월 화 T ι‘- 목 
9:00 실습안내/환자배갱 

10:00 (채1주) 
실습 실습 

11:00 충혜 

12:00 점심시간 
13:00 

실습 

14:00 실습 
예비시험 (제1주) PGR 

15:00 청신과학 실습안내 실습 

(제1주) 
16:00 

실습강의 
중혜 및 실습세미나 실습 

17:00 

@ 학생교육 (분당서율대학교 병원) 

1) 재1주차 82병홍 실습 

월 획 

08 

% 

실슐안내 및 환자배청 

(수석의) 

10 

11 병풍실습 
(홈강의， 하규섭， 김기용， 

융인영) 

12 

13 
소아중례토의 
(흥강외) 

14 

15 
뱅풍실습 

16 (흉강의， 하규성， 김기용， 

융인영) 
17 

T “- 목 

논문초독회 

(흥강의， 하규성， 김기용， 
윤인영) 

병흥회의 

(병동장) 병흉실습 

병흥실습 (흥강의 ， 하규성， 김기용， 

(흥강의， 하규성， 김기용， 융인명) 

용인영) 

외래충혜토의(2주) 
학생충혜토의 

용급중혜토의(4주) 
(천임의) 

(융인영) 

명동실습 
(흉강의， 하규섭， 김기용， 

융인영) 

신정정신과학교힐 • 18。

;:그i 

실습 

실습 

실습 종합시험 

토론파명가 

:C1i 

퇴월중혜토의 
(하규성， 김기용， 융인영) 

병동실습 

(흥강의， 하규성， 김기용， 
융인영) 

학생중례토의 
(하태현) 

병동실습 
(흉강외， 하규성， 김기용， 

윤인영) 

문쩨충혜토의 

(하규성) 

병풍실습 
(홈강의， 하규성， 김기용， 

융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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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갱 
낳낳기 논문제목 | 일자 
김 종 훈 I Clo빼n옳 투여 뿔 갱신훈엽병 환자에 었어서 심박용 연이도 분석 I 2005.2 

율 이용한 치료 반용의 생물학척 표지자 탑색 

• 석사과갱 
성명 논운채목 잃지 

성영훈 A π Pl'O(on magnetic resonance SPeCtrCl5αlpY(뻐S) study ln chronic 2004.8 
de~。삐fied 띠travenous h띠nan methamphetamine dependenl sul끼ects 

전흥진 청신분혈병 환자에셔 연령에 따흩 보행장애의 갱량적 분석 2005.2. 

이갱범 밥달성 언어장애(혼합형) 환아의 국소적 뇌혈휴 장얘 2005.2. 
유소영 Yoxel-based morphometric Sludy of gray rnalte.r in obsessive- 2005.2. 

∞mpulsive disorde.r 
임재인 뚜햇 장애 환아에서의 뇌혈류 이상 2005.2. 

장훈환 No.rrnalizatlon of brain N-acetylaspartate level afte.r 12 weeks of 2005.2. 
dtalopram treatment in drug-naive φsessive-compulsive ωsαde.r 

pallents 

청팡모 자패 장얘에서의 국소 대뇌판퓨 이상 2005.2. 
황재욱 Deαeased cerebral blood flow of anlerior dngulalc coltex in 2005.2, 

long-term and sholt-term absωlent methamphetamine use 

@ 전공의 수련 

1) 주간일청 및 주요수련현황 

- 정신치료 세미나 

지도교수 

김용식 

지도교수 

조수철 

조맹제 
조수철 

권준수 

조수철 
권준수 

조수철 

류인균 

- 갱신과 대집답희 (Psychiatric G.rand Round) 

일 시 : 매주 목요일 1 :30-3:00 PM 

- 목요 Key Artide Review 

일 AJ : 매주 목요일 5:아6:00 PM 

대 상 : 2, 3, 4년차 전공의 

일 시 : 매주 목요일 8:00-9:00 AM 

대 상 : 全전공의 

- 수요저널 발표회 (Journal Club) 

일 ̂J : 매주 수요일 8:00-9:00 AM 

대 상 : 全전공의 

- 연차별강의 

(1년차〉 

Orientation 

신경갱신과척 연갱 

내 용 

신경갱신과척 연첩과 청신병리평가 

갱신병리와 갱신상태검사 
진단용휴 
갱신치료 개요 

약물치료개요 

- 갱신치료 개인지도강폭 (lr퍼i꺼dualPsychotherapy 

Supervision) 

일시 : 매주 2희 

대상 : 全천공의 

담당교수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조맹채 

우종인 
조명제 

갱도언 

권춘수 

시간수 

1시간 

1시간 

14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 연수강싹 

일 자 

2004. 5. 16 
2004. 5. 16 
2004. 5. 16 
2004. 5. 16 
2004. 5. 16 
2004. 5. 16 
2004. 9. 12 
2004. 9. 12 

제 목 

갱신충의 전구 중상과 발병 예방의 가능성 

갱신철환자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와 대책 

뇌영상과 신갱생리검사법과 임상 용용: 현찌와 미래 
인격장애의 질병학척 위치와 치료척 첩근: 현찌와 미래 

갱신과 약률: 현재와 미래 

소아청신과의 미래: 저 흩산율과 아흉갱신건강 
소야챙소년의 PTSD(P∞n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역학， 임상양상 및 진단 

2) 전공의 배치 현황 

분 야 

61명동 

62병동 

낮병현 
외래/교육 

자문 
의국수석의 

소아쟁신과 

신정과파견 

용급실 

분당서융대뱅웬 
촉령혹융병훤 
성안드헤아병원 

총 계 

@ 전공의 수련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1) 주간 교육 일갱표 

요 일 빈도 시 간 재 목 장 소 

월 매주 08:30-09:30 입원 중혜 토의 병 흉 

2주 16:00-17:30 PGR 회의실 

4주 특강 

수 매주 08:α).()9:00 논운초톡회 회의실 

매주 09:00-09:50 병동희의(WM) 병 풍 

1 ，3-주 11:00-12:00 자문 중혜 토의 희의실 
2주 외래 중혜 토의 

4주 용급 중혜 토의 
목 매주 11:00-12:00 학생 충혜 토외 병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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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명 
5명 
2명 

1명 

2명 
l명 

1명 

1명 
1명 

1명 

6명 

4명 

30명 

담당교수 

김용식 

조뱅쩨 

권준수 

류인균 
안용민 
깅용년 

초수철 

류인균 

주 관 

뱅동장 

의무장 

흥강의，하규섭，김기용，융인영 

병용장 
윤인영 

전임의 

에주 12:00-19:00 본원 교육 (Group Supe때íon ， 0넙actic W에<shop) 

= '" 에주 
에주 

예주 

08:30-09:30 
11:00-12:00 
13:00-14:00 

퇴윈 충혜 토의 병 용 병홍장 
학생 중혜 토의 회의실 하태현 

문제 충혜 토의 회의실 하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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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문 

및 자녀의 심리혀 척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임상 2004;23:611녁636 

27. 송현주， 권미정， 요청자， 김민식， 하은혜， 송동호， 쇠와 
설. ADHD 아풍의 회귀억재 철함. 한국심리학회지 : 
엄상 2004;23:242-252 

28. 쇠밀설， 김수청， 오송하， 이효갱， 김총선. 전놓 환아에 
서 와우이식술 후 언어 빛 인지 발달에 영향용 주는 
예혹 인자에 대한 예비 연구. Korean J Otolaryngol 
2004;47:1095-1101 

29. 김지영， 쇠밑쓸 강박장애 환자의 인지 행동 치료. 인 

번호 
a z 논

 
지행동치료 2004;4(2):9τ106 

30. 김의충， 이상익， 효동영， 쇠밀설， 효와멸. 한국판 기분 
상태척도(κPO뼈)의 표훈화와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수연정신생리 2004:10 
31. 김지영， 쇠밀설， 권석만. 연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타 

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 
학희지 : 임상 2004;23:919.936 

32. 신흥법 ， 한총회， 정동옆， 박광석. Automatic Detection 
of Slage 1 혀eep. 대한의용생체공학회지 2004;25(1): 

11-19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박태윈 좌효녕， 임명호， 유회갱， 강대회， 갱앵철. 한국 
인의 주의력철핍 과잉앵동장얘와 세로토닌 lB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의 판련생: 가혹기반 및 환자대;조군 연 
구. 생률정신의학 2004;11(2): 146-154 

2. 조성진， 종뾰켈， 서동우， 효효죄， 홍진표， 배채남， 이춘 
영， 이동우， 박총익， 전흥진， 깅성주， 김용익. 갱신보건 
시셜 입원(소)자의 주요 정신장애 유병홉 - 션국 2078 
시생의 입원(소)차용 대상으로. 신경정신의학 뼈4; 
43(6):749-759 

3. 김재진，석정호，궐효숲， 이홍수， 이영철. 갱신분열병 
에서 어의처리 과제 수행에 따흔 뇌활성화 양상의 특 

성. 신경쟁신의학 2004;43:159-164 
4. 융보현， 전덕인， 신영철， 민경훈， 궐릎숲， 박원명. 양극 

번효 논 운 

성 장얘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팀V): 다른 치료 지 

침들과의 비교. 대한청신약률학회지 X껴;15α):162-174 

5. 김영선， 궐효숨， 강숭석 ， 김영융. 강박장얘환자의 앙묵 
기억: 사건판련전위 및 뇌국소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 

회 2004; 23:657-676 
6. 이재성， 이동수， 김유경 , 이종민， 구방본， 김째진， 궐효 

숲， 유태우， 장기현， 깅선일， 강혜진， 강온주， 정춘기 ， 

이명철. 한국인 뇌 표준판과 해부학척 및 새포구축학 

잭 확훌뇌지도률 이용한 뇌영상 청량화. 대한뼈의학회 
지 2004;38:241-252 

7. 최지욱， 갱법석 ， 김지용， 김성융， 궐룰숫， 션덕인， 깅창 

융. 정신분열병의 선택척 주의력 저하의 보상기전. 신 
경정신의학 2004;43:674-680 

@ 해외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
ι
 

논 논
 

1.펴만& UG, Roh MS, Jung JR, Shin SY, Lee YH, Park 
JB, 잎딱 YS. Aetivation of protein kmase B (Akt) 

signaling after electrooonvuJsive shock in the ral 
hipαx:ampus， PrOgJ용s in Neuro-Psychopharma∞l앵Y 

and Bio1o횡CaJ Psychiatry. 2004;28:41-44. 
2. Lee Y1, K∞ Y], Cho C꺼， seo 뼈， 쁘n.U짚， 원핀 

YS, Juhnn YS. Repealed electrα:onvulsive shock 
trearment increases the exprcssion of A kinase an
chonng pr<Xeins in the rat hipαx:anφus， Neuroscience 
Letters, 2004;355:21 3-216. 

3. 멜ιYM， )eong SH, Jang HS, K，∞ η， 쁘므&꾀으， 

Lec KY, 팍믿 YS. 앙periencc of maintainíng cloza
pine medication in patients with ’red alerr zone’ 
neutropenia: long-lerm foUow-up resuJts. 1m d띠 
Psychopharmacol 2004;19:97-101. 

번호 무
 
-

4. Kim )H, Yi SH, Y∞ CS, Yang SA, Y∞n SC, Lee 

KY, 쁘암1퍼， 쁘n&..꾀으， 얻뜨 YS. Hearr rale dy
narnícs and their relationship (o psy대。tic symplOm 
sev，안ity in clozapine-u었led schizophreníc sut껴야ts. 

R앵 Neurφsychopharma∞1 Biol Psychiatry. 20C빼; 

28(2):371-8. 

5. 쁘!l&.꾀으， seo MS, Roh MS, Kim YN, Y∞n SC, 핀!!L 
YS. 꺼le effeets of CI。깅pine on the GSK-3 mcdíatcd 
signa피19 pathway. 얀BS Lett 2'α>4;27;닷íO(I-3):115-9. 

6. )<∞ 티， )∞ 째， Hong )P, Hwang 5, M.aeng S, Han 
꺼 , Yang BH, Lee YS & 뀔m YS. Korean version of 
Diagnostic Inlerview for Genetic Studies (DIG5-K): 
V외idiry and Reliability. Cαnprebensive Psychiatry , 
2004 M.ay-Jun;45(3):225-9. 

7. )eong SH, )∞ 티， 쁘뜨1센 and 센딱 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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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o 
lr 논

 
번효 t그 

피: 

27. 1y!강J..!S. Han CH, Lee SJ, Yωle SK, Ha JH, Chung 
SJ. Choi H, 용o α， 단띤g KE. 까le reliability and 
valí이ty of the junior l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ty. Cαnpr Psyc비auy. 2004 Mar-Apr;45(2): 
121용. 

28. Y∞ 버， 댄으표， Ha J, Yune SK, Kim SJ, Hwang J, 
Chung A, Sung YH, 과뜨L1흐. Anention defidt 
hyperactivity sym다oms and iO[emet addktion. 

Psychiatry Clin Neurosci. 2004 Oct;58(5):487-94. 

29. Abrams KY. Yune SK. Kim SJ. Jeon HJ, Han SJ. 

Hwang J. Sung YH, 냥e KJ. !파보 IK. Trait and stale 
as야cts of harm avoidance and i잉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이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1ity disorder. Psy
chiauy ain I\'eurosci. 2004 Jun;58(3):240용. 

30. 쁘딱꾀~， Park SJ, Kim MS, 냥e YH. Defi디ts of 
Orga띠a디0031 Strategy and Visual M야lOry in 이JSeS
sive-Compulsive Diso성er. μlIll3I of ClinicaJ ar성 

Experimental Neuropsychol앵y. 5wets zei비nger BV 
2004;18:66ι672. 

@ 해외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g Z 논

 
1. Kim YS. Cheon KA, 얻딱효ti， Chang SA. Y，∞ HJ, 
κmJW. 와보똥. seo OH, Bae MO. 50 YK. t\oh JS. 
Koh YJ, McBumett K, Leventhal B. 까l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i여ie-$chedule for Affective Di웅 

orders and 었lW:ψhrenia-Present al념 üf떼me Vet히on

Korean version (K-5AD5-PL-K). Yonsei Med]. 2004 
Feb 29;45(1):81-9. 

2. Lee JM, Kim SH, Jang OP, 건옹그고. Kim JJ, κm IY, 
Kw으뜨~， Kim SI. Deformable modcl with suκace 
R횡양at때1 forhi야xx:ampal shape defOOlllty ana1ysis 
in schizOl메renia. NeulOimage 2004;22(2):831용'40 

3. 야eJM， Y∞n U, Kim], Kim IY, Lee DS, ~쁘므~， 
Kim 51. Analysis of the hemisphetic asymmeuy 
uSing fractal dimension of a skeletonized cerebral 
surfacc. 正'EE Trans Biomed 압'18. 21α껴 A ug;51 (8): 

1494용 

번효 o 
lr 

4. Dager SR, Friedman 50, Pa.row A, Demopul∞ C, 
5toll AL, 보)() IK, Ounner OL, Renshaw PF. Brain 
me띠φIic allerations in medication-free patients with 
bipolar φsorder. Arch Gen Psychiauy 2004 May; 
61 (5):450-458 

5. Friedman SO, Dager 5R, Parow A, Hirashima F, 
Demop띠os C. StolJ AL, 싱100 [ξ. Ounner OL. 
Renshaw PF. üthium and valproic acid σ'eatment 

eπ'ects on brain chemisuy in bipolar 이sorder. Biol 
Psychiauy 2004 sep 1 ;56(5):340-348 

6. 당lrlích S. Noam GG, 1yf으 lK， Kwon BJ, Clark MA. 
Renshaw PF. White maner hyperintensiti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uiddality in psychiatrically h。웅 

pitalized chiJdren and adolescents. J Am Acad ChUd 
Adolesc Psychiauy 2α>4 J‘m;43(6):no. n6 

@단행본발간 

서적명 규격 저자 를판사 비고 

First ep냐。de 야ychosis (초웰청신뱅) 캐시 얘치손， 

쳐옴 갱신병 중상융 경험하는 환자와 카헨나 미핸， (주)랙스훌 
길효싶」 신영민， 

가족올 위한 안내서 로빈 머레이 
갱회연 (역) 

김진규， 최용식， 

심영수， 김성권， 
서율대학교 

노인의 건강파 임상검사 (1판) 46변형판 검진규， 김생연， 

쪼효일，의효멸， 
출판부 

이팡우，좌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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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ι1“- 시간땀소 제 옥 

2004.8.22-26/독일 베훌린 A fam!ly-based and case control association sludy of the 
dopamine 05 rece다or 양ne al념 dopamine beta hydro째ase 

gene polymprphism in ADHD 

조수철 2004.8.22-26/독일 빼률린 Psycttiatric ∞morbidíty of early promary school children in 
Korea: Using Korean version of K-SADS-PL 

2004.8.22-26/독일 뻐툴린 Comap꺼son of memory function between ADHD 때d lean피'g 

띠sorder dùJdren 

2004.2.6-11/호주 시드니 Diπerential regulation of FAK and Pyk2 in cell adhesion 
signaling pathways by elecuoconV\l lsive shock in the rat brain 

2004.3.8-1ν미국 LA 
psy야liatric Research in Korean..(),rerview and lntt여uction 

Consideration of Eth띠c Oilferences in Association Sruc!ies: The 
Korean Experience 

김용식 2004.9.용1 1/국채노인정신의 〔걸ring for Schi∞ph뼈lia in Rapi에Y Aging α)I.mtry the Korean 
학회 아태지역 학술대회 Pers야ctive 

2α>4.1 0. 8-15/스혜덴 ECl\'P 까，e efTect of MK훨1 on the Phosphorylation of GSK-3 beta 
in the rat frontal cortex 

2004.11.9-15끼띠ly WPA Trer념s in Pharma∞l앵jcaJ Treatment for Sdúzophr윈lia in 
IntemauonaJ Congress Kα-ean 

우총인 
2004.7.17-2ν Increa똥d cerebcUar glucose metab따m in the dcpressive 
미국 필라헬피아 쩌강lCÎmer’s d않ase pauents 

2004.9.8-11/한국(IPA) The incidence and risk faα。rs of dementia in Korea 

조맹제 
2004.10.짧31/흥룡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G씬"lCralized Anxiety Oisorder 

- Analysis according to Age -

2004.1 1 .17-20/그리스 Prevalc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disorders in Korea 

2004.1 . 30-31/일본 Measurements al퍼 anaJyæs of res야ration: 앓ne methodo1ogicaJ 
considerations 

2004.5. 1 9-2낀1/일본 Ubiquitous health monitoring in normaJ apartrnent style bouse 

2004.6.5-10/미국 Comparison 아 clinical characterlstics and polysomn앵raphic 

features between su비엉s with idiopathic RBO (REM sleep 
behavior disorder) and RB다associated with Q\S diso며ers 

2004.6. 29-7.2/용고 24 hours health monitoring at home without …terruptíng 
정도언 patient’s normal daily activitíes 

2004.9. 18-23/그려스 1. Decreased frontal 멍lIC05C meIa∞l파n correlates with impail혀 
exccutíve functions in abstinent methamphetaminc users: A 
flulαleoxyglucose PET and neuropsycholo횡calstudy 

2. Decrea풍d perfonnancc levels under low ∞맹itive burden 
in narcoJepsy 

20C씨.10.27-쟁/ Non-constraining wake/sleep stage detectiα1 따ing LιX!dcell 앓 

본원 임상의학 연구소 bodyaαigraphy 

2004. 02. 09-13/Intematíonal Representation of self fe(χ'SJÙtion in patients with sclùzo-
권훈수 Congr용s of Biological phrenia: H20 PET study 

Psych때try 



교 수 

신민성 

김용년 

이홍영 

김기용 

황준원 

시건l~ 

2004.7.짜24/일본 

2004.10.19-24/미국 

2004.10.19-24/미국 

2004. 10.19-24/미국 

2004.3.1-28IIn따naωnal 

Mental Health Leadeπhip 
Program(1빠fl.P)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참석 

2α>4.8.21-28/독일 

International Associalion of 
C비Jd and AdoIescent 
Psychiatry and A1lied 
Professions 

2004.10.17-강/미국 훼싱턴 

D.C. Arnerican Associatiα1 
of Child 따lCI Aφlescent 

Psychiatry 

2004.7.17-2ν 

미국 휠라렐며아 

2004.7.17-2ν 

미국 필라댐피아 

2004.10.21-경/미국 보스톨 

신갱쟁신과학교일 • 2이 

재 목 

꺼1e Et뻐ct of Group c앵띠디ve-Behavioral SociaJ S뻐 Trai띠ng 

in Children with A마m 

Regional αrebral Perfusion Abnon때ities in Boys with ADH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ourette’s Disoroer and ∞MT 

Gene in κ.orea 

c。'nstructjon of a Scale to Assess Suidφ1 Risk in Adolescents 

Q피d Mental Health Service 띠 Kα'c3 

Regional cere바aI 야rfusion in PDD; a SPE(π study using 
sta따tiC21 pararnetric mapping analysis 
Rispe꺼done for cl피d and ad야scent with chro띠C 까c or 
Tourelte’s 이sorders 1n Korea 

Positive Association 야tw않1 COMf and Tourette’s disorder in 
K여'c3 

Association analysis between choline acetyltransfe때se(마AT) 

φIymorphism and A1zheimer's disease using a stoc::hastic 
search V3riable selection (SSVS) approach 

Prefrontal hypometa에ism 잃s∞aled wilh depression 1n 
A1zheimer’s disease 

lmpact of re.밍。nal cerebral while maner chan똥S α1 neur<:r 

psychJa띠c manifestation of AI강1e따Ier's 띠sease. prα:eedin용 

of w쩌‘shop on Agi때 Connections: MRl of Age-Related 
White Mauer Changes in the Brain. 

2004.7.1τ22IP바ad!뼈1ia ， lJSA I lnfluence of depressive symptom on regional cerebral glucose 
9th lntcrnational Conference I rnetaφlism 어 Alzhejmer’s deseas pa따nt 

on Alzheimers Disease and 
Reω.ed 미sorder 

2004.9.8-11/SeαJI， κrea I Impaα of APOE and CHA T polymorphims on A1zheimers 
Inlernational psκhogαiatric I disease 
Association A잉a Pacific 

Reglα13IMee띠19 

2004.10.9-13IDub피1 ， lreland I Cholinea∞tyltransferease polymorp비sm ∞nfeπ a risk for 
12th World Congress of I 찌.zhe따1ers disease in concert with the apolipoprolein E 

Psychialric G윈빼cs le뼈Jon 4 allele 

2004.10.19-24/미국 I Regional cet뼈밍 #뼈ion abnonnalities in boys with AD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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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i“‘- 과제영 사업명 주관뿌처 용연구비 연구기간 역힐 

갱소볕열병 환자의 치료에서 vl지 의뢰연구 (주) 50,000,000 2004-2006 연구 
고갱용량의 E엉.ended RI뼈se ao; 한국얀샌 책임자 
Paliperidone(3, 9, 15 mglday)과 

김용식 
이anzapine(10 mglday)의 유효성 

과 안전성융 명가하기 위한 우착 

위 배정， 이중·앵검， 위약- 및 유 
효 약물- 대초， 병행- 군， 용량반 

용 연구 및 라뺑·공개 확장 연구 

한국인 노인의 건강수훈 모나터 보건외료 연구개벌 사엠 보건복지￥ 25，1아)()，'αm 2000.6.1- 세부 

랭파 노화총척판철연구 2004.4.30 

조맹체 
한국인 치매환자의 뺑동 빛 심리 한국학장기기초연구 서율대 13，000，'αm 2004.7.1- 주관 

척 중상의 횡문화척 륙성 연구 2005.6.30 
치oJ 환자의 행동 및 쟁신심리척 기초연구 지원 과학기술# 21 ，600，'아)() 2004.9. 1- 주판 
중상에 대한 씌영상 연구 2007.8.31 
신청계 기농융 대체하는 보건의료 기술 보건복지부/ 2001.6-

세부과제 
bíonics 기슐 개발 연구 연구 개밥사업 서율대학교 2005.4 

책임연구자 
의과대학 

지능로봇 기반 실버 의료기기 핵심기슐 과학기슐~/ 520，α)()，'α)() 2003.10- 책임연구자 
노인 정신건강 충진 및 인터페이스 개발사업 서율대학교병원 2α>6.3 

기술개발 샘의학연구소 

정도언 수연 중 무자각 생쩨 신효홉 이 기초과학 연구사업， 우 한국과학째단/ 60;α)()，αm 2004.3- 세부과제 

용한 진단 시스댐 개발 - 무구속 수연구센터 (SRαERC) 생쳐l계혹 2α>6.2 책임연구자 

생체계욕 신7}숨 연구센터 

생채 바이오피드액을 이용한 교감 보건 의료기술 보건복지부 68,500,000 2α껴.50 써부과쩨 

신정계 기놓 혹원 기술 개밭 연구개발사업 2005.4 책임연구자 

국내 노인의 적용쟁서/ 륙갱연구개발 사업- 21 과학기슐부 30，α)()，αm 2004.4- 세부꾀제 

청보표준 모댐 개발 세기 프흔티어 연구개발 2005.7 책임연구자 

확산댄서 영상슐융 이용한 뇌액 04혹갱기초 과학재단 90;α)()，αm 2α>4.9- 연구 
쟁 섬유의 연결성과 용합생 훈석 2α>4.8 책임자 

및 용용연구 

맞충약물요법 개발을 위한 약물 약융유션체 보건혹지부 70;α)()，αm 2004.5- 연구 

이상반용 유전채 연구 2005.4 책임자 

권준수 약물치료 션과 후 강박정얘의 충상 03학진 협동과재 한국학슐 81 ，230，αm 2003.12- 연구 
호전 청도와 대뇌 대사용 및 백 진홈재단 2004.11 책임자 

젤섬유 연결성 변화간의 상판성 

에관한연구 

갱신질환의 뱅태생리 및 치료의 04프흘티어뇌기능 과학기술푸 108，α)()，αm 2004.4- 연구 

기능적 신정망기전 연구 2005.3 책임자 

우울종의 아형별 취약성 및 상태- 퇴행성 뇌질환 및 갱신 뇌의약학 208;α)()，Iαm 20C씨.5- 세부 
폭이표지차 벌굴과 재벌의 조기 질환연구 사업단 2α)8.4 책임자 

진단 및 예방 실용화 연구 

하규섭 한국 양극성장애 환자의 임상 륙 한현f샌 용역연구 - 125 ，α)()，α)() 2004.4- 책임 
성 및 치료 양상 파악과 병력 및 2α>6.3 연구자 
충상 평가척도 개발 및 교육 프 

로그랩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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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과제명 사업명 주관부처 훌연구비 연구기간 역휠 

신민성 
전농얘서 와우 이식후 청각대뇌 한국과학찌단 현국파학 300，000，'α)() 2002.9- 세l휴과쩨 

며질의 변화얘 판한 연구 찌단 2005.8 책임자 

생체 및 세포주에서 양극성 갱용 신진교수 학슐진흥 20，'α)()，'αm 2004.7- 연구 
장애 치료요웰이 circardian 용ne 연구지원 재단 2005.6 책임자 

의 발현과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 

양극성 장얘에서 기본안청재의 의뢰연구 (주) 8，525，'αm 2004.11- 연구 
부가요법으로서의 리스빼달의 효 한국얀센 2005.12 책임자 

과와 안전생 장기연구 

비전형항갱신뱅약훌 쳐료 후 뇌 일반연구 서율대학교 10，'α)()，'α)() 2004-2α)5 연구 
따의 변화에 대한 바선형척 훈석 과째 병앤 쩍임자 

정신분열뱅환자에서 Amis버pi꺼de 의뢰연구 (추)사노피 48，572，'α)() 2004-2005 연구 

안용민 
장기복용에 의한 치료효과와 안 -신데라보 책임자 

천성 연구 

MK8>1파 전기정환충격 신호천달빼 혹갱기초연구 과학찌단 240，000，'αm 2002.9.1- 풍풍 

의 상호작용 훈석에 의한 쟁신병객 2005.8.31 연구자 

중상의 벌명과 치료기전의 규명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학습맥락에 대학교육과청개발 학슐진흥재단 48，α)()，'α)() 2003.9.1- 용똥 
따룡 인훈사회학과 생물이학 용 연구지원 2005.8.31 연구자 
합교과과청과 교수방법 개발 

전기경련요법 후의 놔따의 변화 신임연구과제 서융대혁교병현 10，α)()，OOO 2003.7.1- 단톡연구 

얘 대환 바션형척 분석 2004.6.30 과제 

책임연구자 

알쓰하이머병에서 뇌백질변화가 일반연구 과제 서환뼈교병원 10 ，α)()，αm 2004.7- 연구 
임상 밥현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2005.6 책임자 

관한 자기공명영상 연구 

이동영 
정도인지손상의 치매전환융 예촉 지갱용역연구 서율대학교 450,000,000 2002.2- 공동 
할 수 있는 신갱심리학척 및 유 의과대학 2005.2 연구자 

전학척 지표에 대한 션향척 연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율 위한 지갱용역연구 성남시 28 ，500，αm 2003.1(}. 용풍 

기초연구 2004.7 연구자 

Tourette Oisorder에서의 약훌반 일반연구 서융대학교병윈 10;α)()，αm 2004 연구 
용과 판련된 생률학척 표식자 책임자 

AD뻐 약률 반용과 Dopa따ne 일반연구 서율대학교병원 10;α)()，αm 2004 공똥 

유전자와의 연판성 연구원 

ADHD 약률반용 명가훌 위한 생 집중육성 연구 서융대학교병원 30;α)() ，αm 2004 공풍 

김붕년 물학척 표지자외 개발 연구핸 

Methylphenidate HCL 속방쩨채 외뢰연구 한국얀센 13，300，αm 2α>4.10.1ι 공동 
로 치료하댄 AI개D 소아환자에 2α>4.4.01 연구현 
대한 뼈h꺼뼈lidate Hα α~ 

서방제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용 

량명가률 위한 다기관 개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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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갱신과 입원 상위 해 질환자수 3) 소아청신과 입원 상위 5대 질환자수 

순위 병 영 흰자수 순위 병 명 흰자수 

정신훈열병 169 주의력절핍·과다활통장얘 19 
2 우윷충 118 2 갱신분영병 11 
3 양극성장애 79 2 천반적 밥당장얘 10 
4 블안장얘 39 4 양극생장얘 9 
5 기질성갱신장얘 36 5 파닫척 앵흥장얘 7 

4) 혹수클리닉 환자수 

특수를리닉 진료요월 담당교수 흰자수 

난치성갱신환연병 월 김용식 1958 
난치생갱동장얘 월 김용식 358 
치얘 ;。;l 우총인 239 
노인갱신장얘 월 조맹제 810 
우율충 화 죠앵쩨 989 
기억장애 옥 조명제 70 
수연장얘 화 정도언 568 
스트레스장얘 월 갱도언 30 
강박장얘 월 권중수 2019 
갱신훈열병 목 권춘수 1552 
공황장애-공포충 화 류인균 1065 
알코융 ;。jL 강용구 576 (2004.8-) 
초용충 화 안용민 3732 

합계 13966 

5) 검사 건수 

검사실명 
겁사건수 

성인 소아 

심리검사 658 2010 
스트혜스검사 270 0 
수연검사 402 6 

뇌션기활동도검사 178 0 
신정인지기능검사 3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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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경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logy) 

띠 敎훌톨홉훌훌 

"+ 톨 敎 홉 이광우 

훌t ~ 노재규 박성호(훌당병윈) 
얻 敎 홉 윤병우 천법석 이상건 

이경민 김상.~흘당병현) 

助 훌ttt 김만호 
남현우(보라매병원) 
이용석(보라매병핸) 
성갱준(보라매병훤) 

짜任월師 김지수{분당병현) 
김종민(분당병원) 
박청석(분당병헨) 

홉톨敎授 명호진 이상복 

빠 任 밑 이경복 이송훈 초중양 
권선주 이서영 천종응 
최핑풍 김남희 임준성 

外來llCiti 김홈훈 조규섭 김병모 
김주용 이한보 이태규 

• 攻 밑 四 年 次 권행민 정근화 갱영민 
민주흉 

三 후 次 오동훈 안석원 이순태 
김지영 김민청 

=1f 次 김성민 김성헌 신용인 
이지영 허채혁 

- 年 次 강용수 김병훈 김청민 
최용재 김현정 김현경 
이수호 

保 흩 l훌 최장육 
김기원(간질치료센터) 
송수진 냥수갱(뇌파실) 
남지행유발전위실) 
안영회 
채경민(신경근천도실) 

를톨核聊 임용영 서용주 흥순주 

大 l톨 院 生 빠土修7 안태범 김종민 홈근식 
김병훈 

t훌土二年 흉용호 김남회 주 건 

ft土-年 김팡기 김호진 문소영 
박총무 송영목 이숭훈 
초충양 

빠土修7 깅규식 권션주 김동육 
박희권 

짧士二年 이서영 권형민 민주흥 
청근화 갱영민 오동훈 
이순태 김지영 김민갱 

짧士-年 안석웬 이지영 

밍 主훌活l1J훌I홉 

CD 총론 

• 2월 8일 입퇴국식을 흥해 1년차 강용수， 김범준， 

김갱민， 최윤찌， 김현청， 김현경， 이수호 천공의와 이경 

북， 이송훈， 조중양， 권션주， 이서영， 전총용， 최광동， 

임준성 전임의가 입국하였고 김광기， 박총무， 송영목， 

홍융호， 김종민， 김남희， 문소영， 김갱용 전임의와 박희 

권， 강규식， 김동육， 이서영， 권선주 전콩의가 퇴꿇}였 

마-
• 2월 26일 김동욱， 박희권， 권선주， 강큐식 전공의가 

신경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안태법， 김종민， 김병준， 

홍근식 전임강사가 신경과 박사학위홉 취톡하였다 . 

• 3월 1일 안석현， 이지영 전공의가 신청과 석사과 
정얘 입학하였으며 이숭훈， 죠충양， 김호진， 송영목， 김 

광기， 박총무 전임의가 박사과정얘 입학하였다 . 

• 3월 6일 서율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Movement Oisαder Seminar'라는 제목으로 신경과 연 

수교육이 개최되었다 

• 4월 16일얘서 17일까지 부산 전시 컨뺀션 센터 에 

서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혔다 

• 7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Neuro-ophthalmology의 명가와 치료’라는 

주째로 신갱과 연수 교육이 열렸다 . 

• 9월 11일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애서 ’Recent Ad

vances of Neuromuscular Junαion Oisorders'라는 주 

찌하에 신경파 연수 교육이 열렸다 . 

•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율교육운화회판얘서 대 

한신정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 4학년 신청과학 주간 실습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Jωmal Re에ew 

실습 Onen떠ion 운동장애 8:00AM 
9-lOAM 

Pf 션법석 Pf 전법석 어객럽충 
Pf 김지수 

Bedside teaching Stroke 
뇌졸충(1) Pf 한문구 10-12AM pf 용병우， 
pf 노재규 

Pf 김만호 

운풍질환 
병실 EP, EMG 강의 NM Conf F김총민 

1-3PM Pf 노재규 Pf 이팡우 pf이팡우 보행장얘 Pf 천범석 
Pf박성호 

Dementia 
설습강의 1 뱅실 EMG/ EP pf 김상융 

3-5PM pf 융병우， Pf용병우 싱습 명실 및 검사실 
pf 김만호 Pf이상건 Pf'이팡우 실습 

5-6PM 

@ 대학월과정 

학 과 

뇌신경과학 
신 경 과 학 

뇌신갱과학 

뇌신갱과학 

신 갱 과 학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딛d다。‘.ii!" 

이 광 우 

전 범 석 

융 병 ~ 
전 법 석 

김 만 효 

수석의 

두용 
김홍준MD/ 
이태규MD 

강 죄 

대뇌 청각신경계의 가소생 개론 

행동 신정학 연슐 
뇌혈관질환 임상연구 개혼 

운동조절 신경 생리학 
신경질환의 분자흔적 기초 

제 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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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금요일 토요얼 

간질 뇌졸충(11) 실습시교험수 
Pf 이상건 Pf 융병우 전체 

실습강의 2 병흥회진 
Pf 이상건， (과장) 
김만호 Pf 이팡우 

EMU 실습캉의 3 
/EEG실습 pf 용뱅우， 
Pf 이상건 이상건 

case 발표 
Stroke Round 

pf 노재규， 

Pf 노재규 
전법석 

Pf 이상건， 
김안효 

Grand Round 
전체교수 

기 간 

2004. 3-2004. 7 
2α껴. 3-2004. 7 
2004. 8-2004.12 
2004. 8-2α>4.12 

2004. 8-2004.12 

일 자 지도교수 

김 남 회 I Neuroprotective effect of testosterone on moror neuronal cells I 2005.2.28 I 이 광 우 
expressing wild r:ype or mutant Cu/ Zn superoxide dismutase 

· 석사 

성 명 목 일 자 지도교수 

이서영 Iαal SPECf in neocortical epilepsies : c1inìcal usefulness and factors 2005.2.28 이상건 

affecting the pattcm of hyperperfusion 
권형민 Gel따namycin prαeCtS Rat Bram through Overexpression of Hsp70 2005.2.28 윤병우 

and Reducing Brain Edema after Cerebral infaπ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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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샌피어앵CaJ Assoaation 2004(Feb);22:160-163. 

번호 논 운 

17. 김지수， 안진. 대한신경과학회지 벌책 채22권찌3호 
2004; 22Qune):1π-191 

18. 김지수， 한도훈， 룬소영， 박성효. 뇌수중 환자에서 판활 
된 지톰걸기능장애로 인한 눈모용 관련 안진. 대한신 
경과학희지 별책 제22권 제4호 2004;22(August):392-395 

19. 김지수， 문소영， 청선미， 박생효， 구자현. Tumar때n’s 
OtoHthic Crisis. 대한신경과학회지. 명책 제22권 채4호 

2004;22(August):396-398 
20. 김지수， 문소영， 김팡기， 황갱민. 수의눈열립. 대한안파 

학회지별책 2004;45:1211-1214 
21. 최광풍， 갱대수， 박정필， 조재육， 김지수. 내혹연수충후 

군에서 발생한 나비넥타이， 상향 및 반시이소안진. 대 
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2004;6(May) 

22. 총영목， 쟁상육， 배희준， 융뱅우， 초기현， 이뱅철， 이용 
석， 김총성， 환시령， 유정무， 노찌규. 허혈성 뇌졸충의 
급성기에 투여한 아가트로반의 임상효과: 다기판， 무작 

위배갱， 아스피린·대조 임상시험. 대한신청과학회지 
2004; 22(4):302-309 

23. 이서영， 오풍훈， 강규식， 이수주， 이용석. 윈발생 뇌훌형 
후 뇌졸중의 찌옐. 대한뇌졸충학회지 뼈4;어2) Nov: 
151-155 

24. 이순태， 김만호. 뿔품율 풍반한 편두룡환자에서 부스 
피론의 연두흉감소효과얘 대한 무작위배쟁 이중맹검 
위약대조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2004, 22(4), 177-182 

25. Ohyun Kwon, Manho 찌m， Kwang-W∞ 냐e. A 
Korean case of )uvenile Muscul삐r Atrophy of Dis떠l 

Upper Extremlty (Hirayama Disease) with Dynamic 
αrviαl Co떠 Compression. Korean )oumal of 
Medical Science, 2아>4， Oct;19 (5):768-771 

@ 국내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a 
I 

1. 안규환， 김지수， 문소영， 박생호， 정대수， 구자현. 소뇌 

경색 환자에서 판활된 두진후 이상안진. 대한신정과학 
회지 별책 재22권 채6호 2004;22(6，December):6뼈용48 

2. 김대정， 이훈영， 성쟁준， 김의대， 김용식， 권오상， 이태 
진， 강용구， 전융회， 김생수， 김정용， 이원혹. BF-7의 기 

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효과. πle Korean )oumal of 
Anaωmy 2004;37(6) 

3. 김태유，김지원，김상용，김준모，이풍기，연권인，김민 
갱， 이용아， 송갱은. πle Neur뼈ycho때ic Features of 
Al∞hol-Related Dementia ) of the Korean G강ía떠g 

Society 2004 (Mar); 8: 2，ι27. 

4. π Kim, SY Kim, JE Sohn, EA l.ee, BG Y，∞， SC l.ee, 
1y Hong, 씨 Kim. Development of the Korean stπlOp 

번효 논
 

CI 
ir 

Test and Study of the Validity and tbe ReliabiJity 
)ournal of 꺼1e Korean Geriatrics Society 2004; 8: 
233-240 

5. 박용한， 오병훈， 연뱅길， 한갤회， 한일우， 서국회， 김상 
용， 배찌남， 갱지향， 이찌흥. praωceG따&뻐esfoα the 
m없1용πICnt of Alzhe따ICr;S ωsease Jα.unal of the 
Korean Medìcal Association Vol 46, No 12, pages 
1064-1158 

6. 김태유， 김상용， 김재우， 박정원， 유용구， 이상찬. The 
chan용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J symp<찌ns 

acx:ording to the progression of 찌깅1eimer's 이sease ) 
。f the Korean Neurol앵cal Association 2004 (Feb);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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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αlU K, Kim M, Chae SH, Jeong SW, Kang KS, JUDg 
암i， Kirn J , 싸m YJ, Kang L, K.im SU, Y∞n BW. 
Distribution and in situ proliferation pauems of 
intravenously injeαed immαtaüzed human neural 
stem-üke c히Is in rats with foca1 cerebral ischemia 
Neuros뎌ence Research. 2004 [)ec;5Q:459-465. 

19. Lee SH, Kwon SJ, Kirn KS, Yα)Il BW, Roh jK. 

T야X쟁raptucal distribuúon of pontocerebellar micro
bleeds. AjN끼R Am J Neurora아01. 2004 Sep;25(8): 
1337-1341. 

20. Kirn DW, Park JM, Y∞n BW, Baek MJ, 에m JE, 
KimS.M예αlldazole-induced enc야ha!opathy. Jouma! 
of the Neurologlcal Sdences. 2004 Aug;224:107-1l1 

21. Ko SB, Ahn TB, 찌m JM, Kim YS, Jeon BS, A case 
。f ad비t on.set tic disαder f，여!owing αrbon rnon

oXlde intoXlcallOn Can J Neurol Sci. 2004 May; 
31 (2):268-70. 

22. Ahn TB, Kim JM, Kwon KM, 냥e SH, Jeon BS. 
Surviva1 ar업 migration of transplantαi neural stem 
cell-derived dopamine ce1낭 in the brain of par삐n
∞nian rat. Int J Neuro업. 2004 May;114(5):575-85. 

23. Lee KM, Ahn TB, J∞n BS, and κm DG. Change 피 
phase synchroruzation of local field pcxentia1s in 
anesthetized ra잉 after cπonic dopaminc dep1etion. 
Neurosci Res. 2004 Jun;49(2):179-84. 

24. Kwon SJ, Park SS, Kim JM, 짜10 TB, K.im SH, Kim 

JH. 냐e SH , Ha CK, Ahn MY, J∞n BS. 까le 

In\'estigation of the Corrunon Mltochor찌꺼al Point 
Mutations in KOre3. AM 1\ Y Acad Sa. 2004 Apr; 
1011:339-44. 

25. Kim S, Jeon BS, H∞ C, 1m PS, Ahn TB, Seo JH, 
Kim HS, Park CH, Choi SH, Cho SH, Lcc W), Suh 
YH. Alpha-synuclein induccs apoptosis by a1tered 
expression in human peripberal Iymphocyte in Par
kinsα1’s 이sease. FASEB]. 2004 üct; 18(13): 1615-7. 

26. αlU K, Kim MH, Jung K-H, Jeon D, Lee S-T, Kim j , 
jung S-w, Kim SU, Lcc SK, Shin H-S, Roh J-K. 
Human neural 5t싼n cell 띠nsplantation reduces spon
tafX.'O냉 rewn힌‘ 영zures follov.이쟁 piJoca짜le-induα~ 

status epilep‘icus in ad비t rats. Brain Research 2004; 
1023:213-221. 

27. Kim DW, Lee SK, Yun CH, Kim KK, Lee DS, 
Chung CK, Chang KH. Parietal lobe 이)tlepsy: the 
semiology, yield of diagnosúc workup, and sur.밍CaJ 
outcome. Epìlepsia. 2004 Jun;45(6):641-9. 

28. Jung 때， Chu K, Kim 빠1， Jeong S-W, Song Y-M, 
냐e S-T, Kim )-Y, Lee SK, Roh J-K. α)Il니nuα15 

번효 므
 」

cytosíne-trD-arabinoside infusion reduccs ectopic 
gran비e cells in ad비t rat hipκ>eampus with anenu
ation of spontaocous recurrent seizures foUowing 
pilocarpine-indu야d status epìleplìαs. Eur ) Neurosci 
2004;19:3219-3226. 

29. 냥e KM, Ahn TB, Jeon BS, Kim DG. Change in 
phase synchronization of 10caJ fie1d polentials in 
anesthetized rats after chronìc dopamine deplelion. 
Neurosci Res. 2004 Jun;49(2):1깨용. 

30. Kim DE, Shin M], 냐e K-M, αlU K, W.∞ SH, Kim 

YR, Song EC, 야e )W, Park SH, Roh JK. Musica1 
Trai띠ng-Induced Functiona1 Reorga띠zation of the 
Adu1t Brain: Functiona1 Magnetic Resonance lmagíng 
and Transcranial Magnctic st따l띠ation Study on 
Amateur String Players. Human Brain Mapping 
2004;23:18용199. 

31. Lce KM. Functiona1 MRl ∞mparison between reading 
idcographic and phor잉grap비C 없αs of one la뺑Jage. 

Brain and Language 2004;91:245-51. 
32. K.im JS, MD; M∞n SY, MD; Kim KY, BSC; Kim HC, 

PhD; Park SH, MD; Y∞n BW, MD; and Roh jK, 
MD. OcuJar α)I1trapulsìon ìn rOStraI πledial meduUary 
infarction. Neur혀앵Y 21α>4;63:1325-1327 

33. Kim DW, Park JM , Y∞n BW, Baek 씨， Kim JE, Kim 

S. Metronidazole induced cnccphalopathy. Jouma1 of 
Ihe Neurologica1 sdences 2004;224:107-111. 

34. Park KS, KIm HJ, Choi Wj, κm M, 야e KW. 
Deteαion melh여 of the adjacent m()(or neuronal 
death ín an in 씨tro α←cu1ture mκx1el of familial 
ALS-associated Cu/강1 superoxide 이smutase. Bic• 
technol Len. 2004;26:1201-5. 

35. Choi KD, Jung DS, Park KP, JO )W, Kim jS. Bowtie 
and upbeat nystagmus evolving into hemi-seesaw 
nystagmus in medial medullary infarction. Neurol앵Y 

2004;62:663-665. 
36. Choi KD, jung DS, Kim JS. Specifi디ty of Peering at 

the 꺼P of the Nose for a Diagnosis of 꺼laJamic 

Hcmoπhage. Arch Neurol 21α>4;61:417-422. 
37. K.im JS. Lelter 10 the Editors. 까le Joumal of 

l3ryngol앵Y & Otol앵y 2004;1l8(Ap떠):319-320. 

38. K.im jS, Moon SY, κm KY, Kim HC, Park SH, Yαm 
BW, Roh JK. Ocular ∞ntrapulsion in rostra1 media1 
medullary 띠farction. Neurol앵y. 2004;63(Oc.tober): 

1325-1327 
39. 씨10 TB, κm JM, Kwon KM, Lee SH, Jeon BS. 

Surviva1 and migration of transp1anted neura1 stem 
cell-derived dopamine cells in the bram of par임n-



CD 외래 환자 수: 83，272명 

• 신환: 4，351 명， 초진: 9，154명， 재진: (/)，767명 

@ 입원 환자 수: 1 ，562명 

• 병영별 상위 5대 질환수 
순위 명 명 입원환자수 

뇌혈판철환 523 
2 간질 239 
3 운동철환 111 
4 말초신경철환 109 
5 운동신경연성질환 65 

@검사실적 

겁사실명 

신경근전도검사실 

유발션위검사실 
뇌파검사실 

간질집충치료센터 

뇌혈류검사실 
신경싱리검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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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건수 

8183 
2376 
2571 
676 
1414 
605 



반용율 얻고 있다. 권오상 교수는 2004년 4월 보라매병 

훤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았고 본원애서 모발롤리닉율 재 

생하여 모발 질환에 대한 치료에 힘썼다. 허창훈 교수 

는 2004년 8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얘서 임상조교수로 

발령되었으며 피부외과 클리닝과 탈모 콜리벅융 개껄해 

피부 종양의 외파적 철제술과 모발이식슐옳 시행했다.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강진애 따용 해일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합생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옹 스 

리랑카로 긴급의료지원단율 파견했다. 피부과에서는 이 

갑석 전공의가 의료지원단에 참가혜 헌신척인 진료봉사 

환동을 펼쳤다. 

@인사사항 

직읍 성명 

엄상죠교수 권오상 

입상조교수 허창훈 
임상강사 이채옥 

교 수 조광현 

교 수 갱진호 

부교수 서대현 

기금조교수 융상용 

부교수 서대현 

@수상내용 

직 굽 성 영 수 상 내 용 

교 -'T' 융재일 국외 장지 게재 최우수 논문상 수상 

부 교 1 }-- 청진호 우수논푼상수상 

기금부교수 문상용 보라매병현 공로상 

@학회임원활동 

직 급 성명 내용 

교 1 ι‘- 융채일 대한피부과학회 이사 

대한피부연구학회 차기 회장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피부과학회 이사 

국재 광생왈학 연앵 부회장 
대학인사위훤회 위원 

“「 -'T' 용회철 대한피부과학회 이사 

대한청혹피부염 및 피부알레르기학회 평의원 

대한천식 및 알해르기학회 명의원 

jαJm31 Dcrmatol<쟁Y 면집위현 

Skin Research T，떠1001앵Y 면집위훤 
Exogenous Dcrmato1뺑 편집위원 
의학연구연 피부과학 연구소소장 
서옳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설 운영위원 

서윷대학교 의학교육 연수원 운영위원 

“「 1 ι‘- 초광현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이사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 
서옳대학교병원 피부과장 

교 -'T' 박청찬 대한피부과학회 교육이사 
대한코스에획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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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내용 일지 비고 

보라에명현 임상교수 2004. 4 
요원초교휴씨우임용 
임상조교수송진 2004. 4 
신규발령 2004. 5 
피부과장，의과대학 2004. 7 
주임교수 발령 
서율대학교 본부 2004. 8 
연구부쳐장 벌령 
의무장방령 2004. 8 
기금초쿄수 신규발령 2004. 8 
부교수송진 2004. 9 

일 자 비고 

2004.10 

2α)4. 3 

2004. 3 

일자 

1989.10-현재 

2003. 1-현채 
2003. 10-현재 
1993. 1-2004.12 
2004. 6-현재 
2004. 9-현채 
2000. 1-현재 
1982.10-현재 

1990. 3-현재 
2000. 7-현재 
1994. 4-현재 
2001. 2-현재 
2004. 7-현재 
2004. 1-2004.12 
2004. 1-2아>4.12 
2001.10-현재 
2001. 3-현채 
2004. 7-현채 
2003.10-현재 
2002. 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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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훨育現況 

φ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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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의 구조와 기능 

피부질환의 중상 및 진단 
구진인셜질환， 피부 연역학 

슐진성 피부철환 1 

습진성 피부갤환 2 
피부총양 

대사장애 

여드륨， 모발 질환 
전신 질환의 피부 소견 
새융 감염중， 나병 및 피부 절핵 

철체초직 질환 

수포성 질환 

때이저， 동플기생충질환 및 물리척 인자에 의한 피부질환 
두드러기， 흉반 및 약진 
피부진균충 

씩소이상중 

유전성 피부 철환 
성인성 질환 빛 바이러스 질환 
피부과척 치료， 피부 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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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주간실습) 

월 화 -“T、 목 :C31 토 

오전 

1. StalT leαωe 1. 학생강의 1. 중혜토의 1. 중혜토의 1. DGR창석 1. 실습시험 

(8-9시); 6321 (8-9시);6315; (8-9시); (용9시); (8-9시); (8-9시); 

2. 오려앤테이션 용회철， 서대헌 잉상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C 강당 6321 

(9시-10시); 2. 외래실습 2 총재1회의성 2충체1회의실 2. 외래실습 2. 중혜토의 

교육전공의 (9-12시); 외래교수 외래교수 (9-12시) (9-10시) ; 

3. 외래실습 은회철， 갱진호， 2. 외래실습 2. 외래실습 옹회철，조팡현， 6321; 조광현 

(lC서2시); 김규한(소아) (9-12시) (9-12시) 김규한(소아) 3. 외래실습 

융재일 3. 외부병원실습 용희철(소아). 융찌얼，김규한 3. 외부뱅원실습 (1C서2시); 

(9-12시) 조팡현， 문상용 3. 외후병웬실융 (9-12시) 서대헌 

3. 외부병원실습 (9.12시) 

(9-12시) 



@전공의 수련 

16명의 전공의는 각기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훌 시행하였다. 4년차 전공의는 2주간 

연세대학교 피부과에서 파견 근무홉 합A로써 보다 폭 

넓은 수련의 기회플 가질 수 있도혹 하였으며， 2년차 

전공의는 본원 성형외과에서 1개월의 와견 근무훌 하여 

• 전공의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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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수기융 익히는 기회훌 가졌다. 주간 교육 프로그 

랩으로는 IφIC review, phαOffi<없띠g， 교과서 강폭， 최 

신 잡지 강독， 조직병리 회의 및 세미나 풍의 원내 교 

육이 있었고， 각종 학회에 참석하는 웬외 쿄육의 기회 

도가졌다. 

월 회 'Í‘~ 혹 :C13 토 

8:00 
lOplC revJeW or Htstopalhology Joumal Textb∞k DGR 

stalf lec(ure conference meeung Reading 

8:45 과장회진 

9:00 특진및일반외래 

(클리닉) (클리닉) (클리념) (흘리덕) 
(클리닝) 

Contaα 냉동요법 수포질환 모딴이식 13:30 
혜이저 아토피(소아) 피부외과 여드홈 

rPL 

Bo!ox 모발 혜이쳐 헤이처 
혜이저 

17:00 
Hi5tOpalhology 

Meeting 

댄] 맑究活톨h훌I톨 

@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Z 

1. 융채일， 조성진. 건선 환자 3，123명에 대한 임상척 연 

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153&1542 
2. 유동기， 서대헌， 융재일. ZD 1839(1 ressa)에 의한 모발 

변화와 여드륨양 딴진. 대한피부과학회지 2뼈; 42: 
1461-1465 

3. 용재일. 한국인의 건션. 대한건선학회지 2004; 1:1용 

4. 조성진， 박제영， 윤재일. 얼굴부위 건션 치료에서의 
Prednicarbate 0.25% 크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 
구. 대한건선학회지 2004; 1:27-33 

5. 조성진， 윤재일. 협액 투석으로 호전된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 통반된 건선. 대한건선학회지 2004; 1:4ι48 

6. 이종회， 신좌성 ， 서대헌， 은희철. 피부과학 실습에서 환 

자 연담 능력 중진융 위한 역할극(Role Play)의 활용 

및 평가.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144ι1448 
7. 은회철. 모발용어의 변천. Hair U，성ate 2004; 4:17.20 
8. 황용주， 권인호， 조팡현.M에。mdazole로 치료한 육아 
종성 구순염 I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122-124 

9. 유풍기， 조광현， 검첼우. 두피종양의 용계적 고참(1993 

번호 논
 

a 

-
ι
 년-2002년).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157-165 

10. 이숭호， 권인호， 조광현， 민경현， 김수찬. 소형의 선천 
성 옐라닌세포성 모반에서 밭생한 악성혹색종 1예. 대 
한피부과학회지 2004; 42:1앓1잃 

11. 권인호， 이총회， 문상은， 초팡현. 광선zt회중에서의 p53 
벌현과 표피의 과충식， 진피의 염충반용， Ki.{)7 및 p21 
발현과의 판계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짜 ; 
4쟁2:551-558 

12. 김형수， 용호준， 김정애， 초광현. 국소 tacrolim따와 정 
구 cycl∞p。꺼삐로 치료한 피저생 농피중 1예. 대한피 

부과학회지 2004; 42:637.{)39 
13. 김형수， 이총회， 조광현. 균상식육총 40예의 엄상척 고 

활. 대한피푸파학회지 2004; 42:682용88 
14. 이캅석， 황용주， 조광현， 총계용. 콜레스태률 색전중 I 

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774-π7 
15. 조광현， 이갑석， 깅연경 ， 전율경， 깅철우， 이숙경， 문상 

은， 손숙자. 총두상 수포중양 병변융 보인 EBV 판련생 
립프구 충식중.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2:없ι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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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I 

a I 논 

KH, Park KC. Sphingosine-1-h∞phate i띠피bits hw띠n 

kerntinocyte proltferntion Vl3 Akt/prαelO kmase 8 
103αvation. Cell Signal 2004; 16:89-95 

11. Won CH, Sco PG, Park YH, Yang JM, Lee KH, 
Sung K), Park CW, 암m DW, Chang HS, Won YH, 
IGm KH. Multicenter trial of Ihe effìcacy and safety 

。f 0.03% taα。Hmus OlOlment for atopic dermaútis 
10 Korea. ) Dennatolog Treal 2004; 15:30-34 

12. M∞n Hl, Chung JH, Lee JK, zee OP. Triterpenoid 
53p띠n from 까。Ia hondocnsis W. Beckcr et H 
Boss. and their 빠eα on MMP-1 and type I pro

collagen expression. Arch Pharm Res 2004; 27: 

730-733 
13. M∞n Hl, Lee JK, Zee OP, Chung )H. Triterpen

oid from tiarella polyphylla, regulaúon of type 1 
procollagen and MMP-1 in ulllõlviolet irπ diation of 
미Itur어 old agc human dcrmal fibroblasts. Arch 
Phann Res 2004; 27:1αíO-1064 

14. Chen Z, seo π， Chung )H. M여ulalion 아 tropo
elasún expression in cuh뼈d human dennal 빠 
roblasts by heat sbock. ) Peking Univ(Health 
Sciences) 2004; 36:473-475 

15. IGm MR, M∞n HI, Chung JH, M∞n YH, Hanm KS, 
W∞ ER. Ma띠x metalloprotcinase-l inhibitor from 
Ihe Slem bark of StylõlX )aponica S. et J. Chem 
Phann. 8띠1 2004; 52:1466-1469 

16. Y∞n H) , Won CH, M∞n SE. Allergic contaα 

dermaúlis due to Opuntia ficus-indica var. sa아ten. 

Contact DermalilÎS 2004; 51:311-312 
17. M∞n SE, Won CH, Kwon 05, Klm JA. Subungual 

glomus t뼈or: c1i띠C외 manifestaúon and outcome of 
surgiα1. 타fet.1S of Iysoph∞ph:llidk acid on melano
양nesis. cl1em Phys ü다ds. 2004; 127: 199-2(X). 

18. Youn SW, “m DS, Cho HJ, Jeon SE, Bae rH, Yoon 

번호 논
 

H), Park KC. ce뻐lar 앓'leSCeIlCC indu∞d 10ss of 
st앙n cell propo띠on 10 the skin in 씨tro. ) Dermatol 
Sci. 2004; 35:113-123. 

19. J∞ YH, Kwon IH, Huh CH , Park KC, Youn SW. A 
case of persistent subepiderma.1 calcïfied ncxIule in 
an ad비t treated with α)2 laser. J Dermalol. 2004; 
31:48<H83. 

20. Cho HJ, Bae 떠， Chung HJ, Kim DS, Kwon S8, Ch。
η， Youn SW, Park KC. Eff얹s of 뼈ir f，이Hcle 

dermaJ sheath cells in the reconstruction of skm 
equivalents. J Dermatol Sci. 2004; 35:74-77. 

21. Kim DS, Park SH, Kwon S8, 니 K, Yαm SW, Park 
KC. (-)-태i용llocat앙lin-3-gallate 뼈 매성잉tiOI I어uce 

melanin synthesis via deσeased Mn下 production. 
Arch Phann Res. 2004; 27:334-339. 

22. Kim DS, Park SH, Kwon S8, YαJO SW, Park KC. 
Effeas of Iysoph∞phatidk add on mc때lOgCl1eSis. 

chem Phys üpids. 2004; 127:199-206. 
23. Kim 05, Cho 데， Choi HR, Kwon S8, Park KC. 

lsolation of human epidermal stem cells by adher
ence and the reconstruction of skin equi냉lents. αu 

Mol üfe S깅. 2004; 61:2774-2781. 
24. Cui Y, Kim DS, Park SH, Yoon JA, K피1 SK, Kwon 

S8, Park KC. lnvolvemcnt of ERK AND p38 MAP 
kinase in AAPH-induced α)X-2 expression in HaCaT 
cells. Chem Phys Lipíds. 2004; 129:43-52. 

25. 찌m DS, Park SH, Park KC. Transforming growth 
facror-beta 1 decr없ses melanin synthesís v때 delayed 
extracellular signal-re양dated kinase acúvaúon. Int J 
8iochem α11 6ío1. 2α)4; 36:1482-1491. 

26. Kim DS, Jeon SE, Park KC. Oxidation of índole-웃 
ace니c add by horserndish pero}이dase induces aα〉
plosis in G361 hwnan melanαna cells. CeU Signal. 
2004; 1 6:81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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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TJ 敬훌를名單 

호 任 훌k 홈 敎 홈 훨t:t.t (뼈1.1.1). 뼈.7.15) 

후률훌 (20:껴.7.1~현찌) 

敎 흩 .文i￥ ~totf ~월仁虎 

李商. 좋훌훌 

흩” 敎 뺏 •• ø 金!찍훌 白具鉉
具ØIl~ ~￥jf; t!f 11m.l;t 
1t뼈~ ~;t..훌 1M초伯 

IIJJ 敎 홉 金빼I洙 랬Jl.ï* 柳i!ít잊 

혜P.tEiJ 후{해IbJl훌I훗 

~.j얀 !용tt뼈 孔f효뼈 

3￥M. mø1'í" 
IJUtIl훌E 후*빼 
名률敎뺏 李~흩 쭈ìl九 石世

金*~
.任11師 金{훗if 金않vt 흉宗*é 

朴뼈i페 宋:ì'tt!1 李l&ilí

t째tE뼈 후.ftlf~ 

招빼敎흩 m~f:젠 훌.뼈$ 金훌宇 

후!훌꼈 ou훌i앙 

샘~흩없lt RU훌t!J 供.tEð훌 金容.
윷잣훌 윷;f{I~ u훌훌 

T!한쳤 

招~助敎뺏 후水m 후11明 李흉x. 

金~’· 許民康 金 洋

Ji뿔*' fJf~얀훌 1f!.承益

후:tEìl 

招찌톨g훌훌 ~$.x. 

• 攻 114 年 次 lL~ t& 食없흩 술I훌t용 

金，엉t효 南:ì'ttti 朴루뽀 

tU흥함 

3 ~ 次 金m來 ~，ffU훌 흩쳤쌓 

尹iB. 후Jj{~ 후俊&'F 

뿔1:ítti: 

2 年 次 金훌빼 李尙없 金炳윷 

金톨民 i1U농i좀 金志Ii

.-w훌훌 후용{훌 申承빼 

1 年 *~훗i인 톰永a 末쫓t훌 

$1，혜를 톨쌓II 朴월톨 

{훌~tAí 4-8댐 .. IIlU괴 

保 훌 " t~쭈.j: 金$;S효 朴훌홈 
훌융홉뾰톨 후明빼 T~. 4-jltd 

~ÞHtli 申찌[~ 

며 主훌活IIJ훌I훌 

서용대학교 갱형외과는 손 및 상지， 슐판절， 소아정 

형외과， 총양， 척추 그리고 고관철의 6개 훌야로 세분 

되며， 각 분야별로 전문척인 진료 및 연구훌 시행하고 

있다. 솜 및 상지는 동 부위의 외상과 질환 및 선천성 

기형과 미세수숨， 슬관절온 슬판절 외상 및 질환， 소아 

청형외과는 소아 외상과 질환 및 변형과 소아기형， 종 

양용 몰연부 총양， 척추는 척추 외상과 질환 및 기형， 

고관철옹 고관철의 외상과 질환 빛 변형융 치료하고 있 

다. 이외에도 혈류검사실， 인체통작분석설， 인대검사실， 

꿀 용앵 둥융 직접 판장 운영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 

고 있다. 또한 8개 전공분야별 륙수콜리닉(유전질환， 

꿀종양， 솜외과， 척추， 사지기형， 마비， 고관절 빛 슐관 

절 클리닉)융 운영하여 더욱 전문적인 진료훌 제공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5만여명의 외래환자 진료와 2천여 

건의 수슐융 실시하였으며， 각종 seminar와 학슐집담회 

둥융 시행하였다. 아울러 활발한 연구활동융 흉하여 22 

의 논문융 국내 학솔지얘， 24의 논문융 국외학술지에 

게째하였고， 박사학위자 7명과 석사학위자 8명융 배출 

하여 션푼 의료인력 양성얘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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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훌k育現況 

<D 학생 교육 
갱형외과학 교육용 의학과 2， 3학년 학생융 대상A로 

시행된다. 2학년 학생용 임상의학 용합강의플 룡하여 

정형외과의 일반적인 지식과 개념융 배우며， 3학년 학 

생용 1학기 임상강의·톨 룡하여 전반척인 갱형외과 질환 

듭을 배우고， 2주간의 임상 실습기간율 용빼 갱형외과 

각 분야의 선생님들로부터 병실회진， 외래진료， 환자중 

혜보고 둥융 용하여 다양하고 세부척인 지식융 습득하 

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충 외부강사 선생님융 용하여 

얼선얘서의 중례 및 외상 환자에 대한 경험융 간첩척으 

로 배우재 된다. 

• 학생 강의 
2004 정형외과 3학년 강의 시간표 

일시 

1) 3월 13일 (토) 
2) 3월 20일 (토) 

3) 3월 27일 (토) 
4) 4월 3일 (토) 
5)4월 10일 (토) 
6) 4월 17일 (토) 

7) 4월 24일 (토) 

8) 5훨 1일 (토) 
9) 5월 8일 (토) 

10) 5월 15일 (토) 

11) 5월 22일 (토) 

12) 5월 29일 (토) 

13) 6월 5일 (토) 
14) 6월 12일 (토) 
15) 6월 28일 (토) 

16) 6월 19일 (토) 

17) 7월 3일 (토) 
18) 7월 10일 (월) 
18) 7월 12일 (뭘) 

채 목 }
-
효
 효
 상
 백
 
엽
 
순
 엽
 
충
 기
 
준
 첼
 
효
 현
 
수
 훨
 
희
 
철
 섭
 
훈
 

L
-
인
 
인
 
문
 송
 진
 
용
 진
 
회
 
훈
 태
 
영
 
지
 
구
 한
 -
영
 경
 
상
 강
 상
 

; 

-
최
 최
 
정
 
강
 갱
 
장
 갱
 
김
 
이
 
조
 이
 
이
 
빽
 
김
 
이
 
구
 성
 
용
 이
 

19) 7월 12일 (월) 

서흔 

션천성 및 발달성 힐환 

상지 질환 
감염성 질환 

신경 근육성 질환 
척추외상 

소아외상 

고판철 질환 

경부 및 척추 질환 

전신척 질환 
슐광절 질환 
꿀절치료의 훤칙 

천완부， 손목 및 수부 외상 

견갑부 및 상완꿀 왜상 

만성관절영 
풍반， 고판절부 및 대퇴j큐 외상 

숱판철 및 하퇴후 외상 
촉관절부 및 촉부 외상 

총양 
(요천: 10시-10시%를) 

촉근 및 혹부질환 

(오전:11시-11시%볼) 
갱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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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 1 /‘- 목 :C1i 

13:00 

14:00 병상실슐， X-ray 판톡， 외래실습， 자율학습: 

갱문상，최인효，이상훈，이훈기 

15:00 
김회충，빽구현，이명철，조태준 

김한수，장용훈，유갱준，이상훈b 

성상철，갱진엽，구청회，업진성 

그홉토의 및 김태균， 요주한， 융강섭， 이지효， 

병상실습 강송백，이용호 

이훈기 

16:00 
(8321호) 

평가:구두시험 

천교수 

(8321호) 

17:00 X-rny 
갱앵외과 째미나 

Cα'lference 
(션 교 수) 

(전 교 수) 

@대학원 교육 

， 박사 

싱 명 논 문 재 목 월 자 지도교수 

여용구 재조합 파이브로넥틴 웹티즈가 성인 골수 간엽 줄기 새포의 꿀 형성 2004. 2. 갱문상 

훈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병성 변형왼 단-혹 신경 문합 후 신경 재생에 영향율 미치는 인자 : 백서 2004. 2. 백구현 

에서의 운동 기능 및 조직학적 연구 

유원중 가토 경팔 생장판 컬손시 연몰막 새포 이식 효과 2004. 2. 최인호 

이재협 생체훨생 세라믹 쿄팅이 티타늄 나사뭇 고갱에 미치는 영향 • 생견 2004. 2. 이훈기 

오댐융 이용한 생역학척， 조직형태학척 연구 

황얼용 흰취 경공의 신연 골 형성슐에서 염충성 싹이토카인의 발현 2004. 8. 최인호 

이창섭 추간판 생유용 세포에서 일회성 과신연이 이tokine 유전자 발현과 2004. 8. 이훈기 

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채청 이식된 연팔 셰포률 이용한 몰관철영 연골 치유에 죠직형 trnns‘put- 2004. 8. 성상철 

때피13SC가 미치는 효과애 대한 실험척 연구 

• 석 사 
성 명 논 룬 제 목 일 자 지도교수 

김진삼 한국인에서의 수￥ 총자꼴의 위치과 빈도 2004 2. 백구현 

장총법 인공 고관철 비구컵의 금속 표연으로부터 인공 대퇴 골두 표연으로의 2004. 2 김희충 

굵힘에 의한 금속 업자 전이 : 알후미나 골두와 로발트-크톰 몰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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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운 

래. 장 장근융 포함한 유리 동액화 갱맥 피판율 이용 

한 수후 배촉 연부조직 및 신천건 컬손의 동시 재건.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4 39(3):278-284 

4, 김형호， 오주환， 효효쏘， 공현식， 이상립 ， 웰굿뾰. 수근 
관 절개슐 후 시간 정과에 따용 환자 안혹도의 변화 

및 이에 영향율 미치는 잉상척 인자 • 예비척 보고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2004 잊3): 1용142 

5. 별코뾰， 김진삼， 절둡요. 다방성 초갑하 꿀연골총 -중 
빼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4 9(5):579-581 

6. 김용미 ， 안현청， 경쏘철， 와멸혈. 조칙행 Lransglu녀· 
minase 처리가 퇴행생 연꿀에 이식된 연꿀 째포의 부 
착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2004 7(1): 

70-75 
7. 김준배， 족댈효， 효와효， 컬좌업， 효월줄. 소아 상완골 
외과 몰절에서의 골극 형성.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4 
39(4):41S419 

8. 겼짚멸， 박문석， 휠와혹， 족댄효， 효휠효 정직성 면마 
벼얘서 염전 변형에 따륜 보뺑 양상 ·예비 보고-. 대한 
갱형외과학회지 2004 39(3):298-305 

9, 캘좌업， 휠와효， 코캘보， 족댐효， 죠월효， 권성택， 공현 
식. 단축된 장골에서 신연 팔형성슐로 몰 길이 회복 
시 성장판의 변화; 가토 갱꼴에서외 방사선학척， 조직 

형태계혹학척， 연역조칙화학척 연구. 대한정형외과연 
구학회지 2004 7(1):1조19 

10, 황일용， 족댄줍， 휠외혹， 효좌멸， 죠월효， 김용회. 흰쥐 
경꿀의 신연 골형성슐에서 엽충성 싸이토카인의 발현.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4 39(1):81용7 

11. 갱재윤， 김재윤， 의쏘효l 좌화숭. 올연확충과 저인산협 

충융 유발한 인산뇨생 간엽성 총양 -중혜 보고-. 대한 
콜판철종양학회지 2004 10(2):124-129 

12. 의쏘훌， 좌할숲， 오주한， 서생육， 조환생， 유채호， 김희 

요. 빼 전이된 꼴육총 환자의 생종융 및 예후 인자 훈 

번호 논 문 

석.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4 39(1):50-55 
13, 박후뽀， 의쏘표， 조환성， 김춘혁， 좌화순. 자연 소실된 

거대 세포총의 팡범위한 폐션이 -1예 보고-. 대한골관 
철총양학회지 2004 1어1):39-44 

14. 남팡우， 으l쏘훌， 좌효숲， 오주한， 조환생. 소아 슐관철 
주위 골육총의 수슐적 치료. 대한몰관철총양학회지 
2004 10(1):1-12 

15. 이재빠 효효숨， 의효긴. 시간 갱과에 따흔 티타늄 합 
금 피철팔 나사옷의 골 결합능 평가. 대한몰철학회지 

2004 17:401-407 
16. 이동호， 업진섭 , 권융주， 유숭민， 박성규， 안영회， 박건 

우， 송팡성 , 김형민， 김철영， 효표쇼， 의효ZL 채1 정추 
외혹괴 나사와 재2 경추 협우척추갱 나사의 척정 궤 
도， 대한척추외과학회지 2뼈 11(4):202-209 

17. 효쩍효， 김종원， 굿경휠， 융강섭 ， 김영민， 좌효효. 자가 
장물 피질 골판과 파쇄 혜연골 이식융 이용한 근위 대 

퇴올 결손 찌건 - 교합나사 고갱형 스댐융 사용한 고판 
절 재치환슐에서의 유용성-. 대한팔연부초직이식학회지 
2004 4(1 ):27-33 

18. 뾰효， 김종원. 비구 철골슐. 대한고광철학회지 2004 
16(2):254.260 

19, 효절효， 김총왼， 김영민， 좌보효. 성인 꿀수유래 간엽 
풍기쩌포의 연골화 분화 과갱에서 제 2형 프로롤라겐 

Splìce Fonn를의 분화 시기얘 따를 방현 양상. 대한청 
형외파연구학회지 2004 7(2):133-144. 

20, 여용구， 죠효효， 엄정현， 이종은， 장준혁， 신찬수， 쩍효 
.1l:, 좌보효. 찌죠합 터bronectin 웹타이당} 성인 룰수 
간영 줄기세포의 새포 활성애 미치는 영향. 대한정형외 
과연구학회지 2004 7(2):159-168 

21. 총원석 ， 김종원， 융효효， 코경휠， 융강섭， 김상렴， 김영 
민， 뾰효. 대퇴 콜두 연골하 스트레스 팔철. 대한정 
형외과학회지 2004 39(기:804-811 

φ 국내학술지 부 연구논문 

번효 논 
." 
lr 

1. 융컬효. 인공 판철의 과거， 현찌， 그리고 미래. Medical α)SIgraduat양 2004 32(6):344-351. 

@ 해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r 다

 
* 

ι
 

1. Lce 애， )ung 1M, 쁘쁘으렐 앨쁘요팩. Intramuscular 
lipoma in the thenar or hyαxhe따r m따des. Hand 

Surg한y 2004 9:49-54 
2. lGm jS, 쁘쁘으건J 댄띤&쁘~， y，∞n PW, 빼ltiple 

∞nge띠ltal brachymeta.tars.ia. A one-Stage ∞mbin벼 

번호 논 

shorteníng and lengthening procedure without iliac 
∞ne graft, )ωmal of Bone and )oint Su명eπ 20C씨 
86(8):1이3-1015 

3. 쁘ek G건， lGm )S, 잎띤&핀~. Isolated ischemic 
con띠cture of the mφi1e Wlld: a report of 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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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서적영 규격 저 지 흩판사 비고 

수부 피판과손목 194연 액구현 (공저) 대한미새수슐학회 
질환의 최신 지견 
혀추외과학 714연 이훈기 외 29명 최신의학사 

며 修*톨現況 

CD 외래흰지: 51 ，962명 

• 신환: 15，644명 , 재진: 36 ，298명 

@ 입원환자: 28，817명 

, 병명별 상위 7대 질환자수〈본훤) 
흰자수 

m 
“% 

m 
m 
@w 

vω
 빼
 

명 

팔 및 관절 연부， 연부조직종양 
고판절 무협 괴사， 고판절충 
퇴행성 척추월환 
슐내장 

팔및 관철 

슐판절중 
내부 보형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충 

명 순위 
’l 
,‘ 
,3 

‘
에
 
r>

/b 

’/ 

@수술환자 

· 본씬 총 수술건수: 2,397 건 

• 수숨별 상위 7대 수슐 

순위 수슬건수 환자수 수슐슐기 

골， 관철 연부조직 종양 161 총양에 대한 절재술 

2 고관절(무협성괴사) 176 다발생 천공슐이나 고판절 치환슐 
3 골절 292 내정복 및 금속율 이용한여 내고쟁 
4 슬내장 194 술관철정율 이용한수슐 
5 퇴행성 척추 질환 136 추간판 정제술 및 감합슐 후 후방 고정슐 

6 슐관절충 60 인공 슐판철 치환슐 
7 골철판 빛 내부고정 장치 2 골절판 내부 고갱장치 제거 

@특수 클리닉 실적 

, 본원 륙수클리닉 
클리늬 진료요월 담당교수 환자수 

슐 판 절 화(오전>， 목(오후>， 토(오천) 성상철， 이영철， 이상훈b 5，'얘O 

골 종 양 수{오후>， 목(오션) 이상훈， 김한수 2,525 
소‘- 외 과 월(요후>， 화(오후) 정문상，액구현 5β74 

척 추 목(오후>， 월(요후) 이훈기，장용순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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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Fm @‘ 

과
 
빼
 

혀
O
 ·κ
 

정
 
때
 

‘
쇄
 

Mm 0 (Department 

rn 향훌現況 
(j) 외래환자 

• 소아 외래환자 총수 : 12，쨌명 

• 신환 : 3 ，959명， 재진 : 9，021명 

m 훨훌톨名. 
톨 IIJ 敎 엇 mtt~ 

tx N ~tl1i 후商. 李훌훌 
빼 !t N ••• 白lUì Altt~ 

助 tx 흉 Ml~훌{훌 
名톨敎授 후 •• 

• if홈뼈 훌훌짧 
I훌 훌 • i:lktt 朴훌톰 
II융技能톨 후明 .. 

科分

@입원환자 

· 소아 입원환자 총수 : 6 ，494명 

, 병명별 상위 7대 질환자수(소아) 
환자수 

연μ
 때
 
% 
m 
“% 
m 
n 

명명 

하지변형 

물철 

혜그깔에 혜대스 병 

발달성 고판절 탈구 
뇌성마비 
팔형성부션충 

선천성 상지기형 

순위 
’i 
?‘ 

iJ 

‘“
1 

<
J

/0 

--

@수슐건수 : 

· 소아 총 수슐건수 : 751건 

• 수술별 상위 7대 수술 

순위 병명 환자수 수술슐기 

1 하지연형 63 콜변형 교갱 철골슐 및 건 션이슐 
2 레그깔빼 혜디스 병 10 고관철 갱혹슐 및 철몰슐 

3 골절 92 청북 후 금속율 이용한 내고청 
4 뇌성 마비 69 건 연장슐， 건 전이슐， 교정 철골슐 
5 발달성 고판절 할구 54 고판철 갱혹슐 및 철물슐 
6 골종양 23 조직검사 후 팡범위 절제슐 

7 선천성 상지기형 6 끌변형 교정절풀술 및 채건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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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흉부외과학교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1ar Surgery) 

띠 敎훌를홉훌훌 a土-年 빼在힐 金훌톨 李옳맴 

主 任 tt 授敎 *톨安 i훌 

훌k 홈 a훌훌 金J:J1l ~容珍

훌元坤 술월 .. 총正1.!t 
~~~(분당) 

를9 敎 홉 金’훗. 
f흩相Ib{분당) 
후正相(보라매) 

助 敎 홈 金i훌훌 ii~U훌 

f* 홉(분당) 

밑훌Jhlt! 훌~톨 ’1 ft 훌 i!:7t훌 
名톨훌뺏 金f훌~f*툴~ 

.ffll~ 후k효.fflJ 洪홈훌 fl빼~ 

外來敎뺏 ~j￥tt 빼在-

外來뼈.톨 좋훗卓 朴뭘洋 llliatt 

外*JJJIt! 朴øé농 후홉 I 金埈횟 
外來11師

• 攻 • 四 年 次 .11뽕 .1좀泳 

三 ~;x n在톨 金官~ii훌톨 

二 年 次 훌iSR 111훌天 13ft" 
{월世. 

- 年 次 랬홈星 윷世암 企*辰
~東中

大 훌 院 tt土fJ7 훌~톨 朴훌浚 랬홈i( 
李헤훌훌 

t훌土=~ 申빼뼈 훌훌홉 

t훌土-후 후在益 랬佑l 빼光X훌 
申宗*훌 林供局

碩土ilJ7 金양洙 金{쫓星 朴天흉 
李在益

{훌土二~~官했 金.. ~;t;1M 

Jh좀泳 

供홈훌 

밍 主훌活l1J훌I를 

@총 론 

본 교실의 2004년도는 진료， 교육 및 연구변에서 많 

용 발전과 성취가 있었던 한 해 였다. 

연구활동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각 교수률의 임상 

연구 외에도 학슐진흥재단， 서율대학교 및 장기이식연 

구소얘서 지원하는 연구비 수혜얘 의한 기초연구률이 

진행되었다. 

또한 고 이영균 교수님 추모 10주년을 기념하는 심 

포지웅을 전 동문 및 의국원롤과 함께 8월 21일 오전에 

성묘훌 다녀옹 후 오후 1시 %불부터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고인의 룻융 기리는 후학률의 연구활동에 관 

한 학술심포지용융 개최하였다. 

해외진료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중국에 의료진율 파 

견하여 길립성 연변복지병원에 2차얘 18건， 하얼빈 아 

동병핸에 6차에 27건에 이르는 심장수술올 시행하였다. 

@인사사항 

직급 이톰 일지 인사시항 

교 1 J ‘- 김기용 2004. 9. 1 쿄수송진 
교 수 이정혈 2004. 9. 1 교수숭진 
우 교 수 김영태 2004. 9. 1 부교수송진 
임상조교수 강창현 2004. 5. 1 임상죠교수발령 
후 교 수 이갱상 2004_ 4_22 교무부학장보 

검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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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이총 혜 이식 개론 | 혜이식의 공여자 재한융 극혹하기 위한 이종장기훌 이용한 페이식술개요 
2학기 | 싱설보조장치 및 인공장기욕강 | 심부전의 외과척 쳐료톨 위한 보조장치의 총류 빛 인공심장에 판한 소개 

@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 논 운 제 목 | 일 자 | 지도교수 

최 재 생 | 돼지에서 pOK-VEGF 165의 심근내 주입에 의한 치료객 혈관생의 효용성 I 2005. 2. I 김 71 용 

• 석사 
성 영 논 a Ci: 저| 옥 일 자 지도교수 

신종목 비소세포빼암에서 FDG 섭취와 총양 충식 ， 죠직뱅리학척 공격성과의 관계 2004. 8. 김주현 

박천수 양측 내흉동맥을 이용하여 인공심쩨기훌 사용하지 않는 관상동맥우회슐융 2004. 8. 김기봉 
시앵후 유갱이식면과 북합이식연간에 심근협휴의 비교연구 

양지혁 냉동 및 우세포화 이종협판이식편의 비교분석 2005. 2. 김용진 

@전공의 수련 

2004년 흉부외과 전공의는 4년차 2명 I 3년차 3명， 2 

년차 4명 I 1년차 4명으로 모두 13명이 수련하였으며， 

병실답당용 성인심장， 흉부질환， 그리고 소아흉부외과 

및 분당병원으로 나누어 전공의풍 각 연차별로 몰고루 

배치하여 찌월씩 교대근무 시킴A로써 환자관리 및 전 

공의 교육에 질척인 향상융 기하게 되었다. 본웬에서는 

매주 수요일 합동심장회의와 얘주 금요일 흉부질환 회 

의톨 흉해서 최신지견 및 치료척 접근방법에 대해 각 

@ 외부대학 훌강현황 

질환에 관련된 타과 교수와 같이 모여 집충적 토의가 

있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얘는 초독회 시간올 용빼 

전공의들의 최신지견에 대한 갱보와 소개 풍융 토론하 

는 시간융 마련하였으며， 교수， 전공의 ， 타과 교수릎이 

매주 다른 채목으로 심도 깊은 셰이나도 개최하였다. 

소아진료부얘서는 매주 급요일 슐천 환자률에 대혜서 

소아과， 방사선과 교수들과 합동 토의를 가졌다. 분당 

서융대학교 병현에는 2년차I 1년차 각 1명씩 2명융 파 

견하여 순환근무케 하였다. 

성명 대학 강의영 얼자 비고 

안 혁 채주대학쿄 의과대학 후천성 심장질환， 혈판힐환 2004년 5월 15얼 

이갱렬 재주대학쿄 의과대학 선천성 심장병 수숱 2004년 5월 10얼 

김영태 제주대학쿄 의과대학 염충성 혜질환， 예종양 식도질환 2004년 4월 16일 

이갱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용용화학부 대학원 륙강 2004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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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룬 

27. 이갱렬. 선천성 심철환에서 싱혜 우회로 동안 격갱 
pH. 소아심장학회지 2004 8(1):25-30 

28. 이청렬. 선천성 심장병의 수슐척 치료 (Surgical 
Trealmenl of Congenital Hean Di양ase). 소아과학회 

지 2004 47(3):159-192 
29. Lee SH, Klm Yf, Sung Sψ， Klm JH. Correlation 

bClween Abeπanl Promα.or 바permethylaωn of 
CpG 1s1ands and thc CIi띠caJ Outcome of Non-small 

번호 논 
g 
” -

C쳐I Lung Cancer after Curative Resection. Joumal of 
Lung Cancer 2004 3(2):77-86 

30. 김용진， 임흥국. 대흥맥 판악 성형슐의 쩍용충. 기법과 
철과. 소아심장 2004 8(2):252-259 

3]. 전상훈. 팡역통 치료. 진단과 치료 2004 24(8):852-5. 
32. 김찬형， 가호， 김상현， 문현종， 이정상. 황금 추훌훌의 

심근허협.계관류 손상 억쩨 효과 한국실험통물학회지 
2004 2어4):357-362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 
<r 

a z 번호 논 

1. Park KV, Lee DY, 쁘Q_jß. Heart-lung 없ns

plantation in Korea. Yon.sei Medka1 }oom31 2004 

45(1θ 1191-1197 
2. 박기킹 안욱수， 이셀 권오훈， 고무생， 전상훈. 우심실 
에서 발생하여 우심방융 침범한 현발성 비효친키스 

립프총대홈외지 2004 37(4) : 376-381 
3. 쩡중기， 청인옥， 허송철， 안영훈， 이태송， 의효효， 하총 

원， 김상준. 소북채갱맥류에서 갱쟁맥 레이저 치료의 

임상척 정험 대한협관외과학회지 2004. 20(2): 250-254 

@ 해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a 
Z 무

 
-논 번호 논

 
]. Lec JH, oh SH, Klm WG. MMAlMPEO~1A까SA co

pol~mer as a novel blαxl<ompatible malerial : ex 
vivo platelel adhesion sludy. } Mater Sd-M3ter M 

2o().f 15.155-9 

2. lee BH, Choi 씨， Klm WG. 타fκt of ischerruc pr용 
conditioning based on different epicardial branching 
panem of thc lcft coronary artery in the .... bbit hcart. 
Invesc 5urg 2004 17(2):71-IKJ 

3. Kim WG, Lec WY, Kim jM, M∞n Hj. 끼ssue

cngineercd acellularized valve xenog .... fts: A compara
UIIC ani뼈1st싸!y 밟-ween plain aæU띠arized xcnografts 
and autol앵αJS enφ이"lClial ccll seeded accUulariz.ed 

xenografts. 1m} ArtJ‘'f Organs 2004 2끼6ι'501용 

4. Olung j , 냐e JH, Choi j , lee j , 찌m WG, Min 80. 
Homecare a띠ficial heart monitoring system via in
ternel. 1nc j ArtJ'f Organs 2004 27:~용903 

S. Kim WG, Huh JH. 끼Ire-rclared 뼈야:Jathologlc changes 

of aceU비a끼zed xeno용띠c pulmonary val‘red ∞n

dui양• ASAJO j 2004 50:601-605 

6. Lee BH, Kim wG. A casc of patcnt duc[us artri∞us 

m a holstein calf. } Vec sci 2004 5(1):83-4 
7. Kim 매<， Kim Yf, Sung SW, Park ]0, Kang CH, Klm 

jH, Kim VJ. Management of congcniral tracheal 
sten∞ÎS. EuroJα킹] }oomaJ of αrrJiO. Thaadc 5，띠흙ry 

2004 25:1065-1071 

8. κm KH, Kim jH, 짜m YW. Use of extra∞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during whole lung 
lavagc in p비mona깨 alv∞lar prα.elnosis assocooted 
with lung canccr. European joom3J 0[ caπlio

Tbor.Jdc 5urgery 2004 26:1050-1051 

9. Kim 때， Han KN. Aortic paraannular abscess with 
야;eudoaneurysm of noncorona깨 sinus of V삶saJV3 . 

EUf(￥ICan joolTl3J of CarcJj.σ7ñorJdc 51ω-gery 21α찌 

26:828 
10. Kim K-B, cho GR, 앙101 jS, Ki EH. Inlùal cxperience 

of and 3utomatcd ’anastomαk 이stal device in oIT
pump CABG. The Hearr 5，ω-gery Forum 2004 7(5): 

274-277 
11. Chang W-I, Kim K-B, Kim jH, Ha BM, Kim YL : 

Hem여ynamic chan똥s during αx‘erior vessel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compa꺼50n between 
deep peica떠i외 sutrues and vacuum-assistcd aplcal 
suction device. Ann Thor.Jc Surg 2004 78，낀꺼7-2(}62 

12. Sohn DW, Kim Yj, Kim HS, Kim KB Park YB, Choi 
YS. U띠que Features of Early Diastolic MitraJ armulus 
Velocity m Const끼ctive Perica며itis. }oumaJ of che 
Ameriαn sod쩌， 0[ 당:bocaπiiography 2004 17(2): 

222-226 
13. Lars G. Svensson, Kim 암i， Eu양ne H. Blackstone, 

joan M. Alster, Patrick M. McCa며1y， Ro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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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자 학회명 채 목 장소 

이정렬 2004. 4.17 
채12차 아시아 

Surgica) ueatment of subaαtic stenosis 
터키 

심장혈광학회 이스탄용 

제3차 
Treatment of congenital cystic adenomatoid malfor-

독얼 
김영11 2004. 9.15 

유럽흉부외과학회 
mation -Does re풍αion 띠 the early postnata) period 

Leip깅g 
increase surgical 끼sk ? 

@ 연구비 현황 

이륨 연구비명 연구버 째목 연구기간 연구지원처 

안혁 위탁연구과제 아모디핀 사용성척조사 2004. 11- PMS 

왜지 허혈성 심근정씩 모웰에서 VEGF 유전자치료쩨률 이 2003년 5월-
바이로때드 

용한 심근의 신혈판죠생치료 효파에 판한 연구 2004년 10월 

판상동액과 혈판이식편의 현위부 문합융 용이하게 하기 
2003년 9월- By-Pass 

위한 자동현위부운합장쳐(∞rün}(매 때D 않131 Device) 

의 임상시험 
2005년 8월 Makafun Ltd 

혜지 허혈성 심근경식 모앨애서 VEGF 유션자 치료체를 2003년 7월-
서율대학교 

김기봉 위탁연구과재 이용한 심근의 신협판죠생 치료효과에 판한 연구 2004년 6월 

돼지 허혈성 심근경색 모댈에서 HGF 유전자 치료재훌 이 2004년 5월-
바이로메드 

용한 싱근의 신형판조성 치료효과에 파한 연구 2005년 12월 

돼지 허혈성 심근경색 모탤에서 HGF 유전자 치료재훌 이 2004년 7월· 
서용대학교 

용한 심근의 신혈판조성 치료효과에 과한 연구 200S년 6월 
i 

허혈성 심근정씩 모옐에서 HGF 유전자 치료재톨 이용한 2004년 11월-

심근의 신혈관조성 치료효과에 과한 연구 2005년 10월 
대한순환기학회 

이정렬 바이오첼린저사업비 
이종심장이식의 기반기술확렵과 항체싼용조절융 흉한 초 2003년 5월-

보건복지부 
급성 거부반용의 극혹 2004년 4월 

일반연구과채 
Real-tirnePCR을 이용한 혈장유전자 때답화검사의 혜암수 2003년 7월· 

서융대학병원 
슐후 채발죠기진단에의 유용성연구 2004년 6월 

김영태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식도암조기진단법으호서의 죠직유전자 매틸화검사에 관한 2003년 6월-

서융대학교 
연구 2004년 5월 

바이오첼린저사업비 
이총장기 이식 거부반용 억채톨 위한 내피 및 상피세포의 2004년 6월-

과학기슐부 
죠철 2005년 3월 

김정환 신진연구비 
성인심장 수슐 전후의 B-cype na띠ω'etic peptide의 변화 2004년 7월· 

서율대학병원 
양상과 심실 기능과의 관계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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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경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s따gery) 

rn 敎훌를名. 
科 톨 敎 뿔 청회원 
分 科 톨敎 흩조병규 

敎 뺏 한대회 조명규 김현집 
김동규 왕규창 

톨.ti 뺏 청천기 청영성 장태안 
이상형 백선하 오창완 

助 敎 뺏 김송기 청혐태 김갱용 
권오기 김기갱 갱상기 
김채용 

•• ‘師 양회진 손영재， 갱유남 
名톨敎뺏 최길수 

.任톨聊 김치현 김송현 박철기 
박흥준 이숭준 임소향 
홍석호 

떠 主훌活Ib훌I톨 

<D 인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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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글 인사내용 비고 성명 

부교수 

조교수 

액 선 하 |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발령 
권 오 기 | 조교수 발령 

일지 

2004. 4. 1 
2004. 8.11 

[IJ 敎育現況

@학생교육 

뭘 화 「“~ 목 :C1그 토 

07:00 NRαNPC 

- (bìweekly) 
08:00 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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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성명 논운제목 일자 지도교수 

팍호신 (까le)Anti-invasive effect of tel1'aarsenic oxide via inhibi니。n of malrix 2004. 2 정회원 
me!alloplαeinase secrelion and suppression of prolein kinase Bphos-
phoryla디。n in human 벌oblastoma cell Iines 

김채용 Chae-Yong Kìm, M.D.: Inhibitory effect 'Of neurαrophin-3 secreting cell line 2004. 8 조병규 
'On the gr'Owth 'Of medulloblast'Oma 

, 전공의 수련 
Mon Tue Woo Thu Fn Sat 

7:30 am 
MC MC MC MC I'.'RC 

8 am 
TR 

9 am 

10 am OPD+OR OPI)+{꺼R OPD+OR OPD+OR OPD+OR 
OPD 

11 am 

1 pm 

2 pm 。PD+OR OPD+OR 

3 pm OPD+OR 

4 pm OPDκ)R NEJαNVJC 
NPC OPD+OR 

(biweekJy) 

5 pm EB PNOB (monthly) NNSGR 

6pm 
RSαNOC 

뻐&MC (mon뻐y) 
(biweekJy) 

• MC M'Oming Conference 

• NRC Neur'Oradi 'Ol'Ogy Conference 

• TR: Teaching Round 

• NEJC Neuroendoc띠le j 'Oint Conference 

• N깨C Neurovascular j 'Oint Conference 

• PNOB: Pediatric Neurl∞nc'Ol'Ogy Board 

• RSC radi'Osurgery Conference 

• NOC Neuro-onc'Ol앵y Conference 

• NPC Neuro뼈th'Ol앵y Conference 

• NNSGR: Neurol 'Ogy-Neurosurgery Grand Round 

• M&MC M'Ortality & M'Orbidity Conference 

• EB: Epilepsy B'Oard 

E낀 맑횟뭘見況 

(j)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효 논
 

a 

-
ι
 

번호 논
 

C그 

tr 

1. Yang 비， Chung HT, αl'Oi )S, Kim DG. Citati'Ons 'Of I by KoMCI. ) Korean Ne따'Osu땅 Soc. 2004 Sep;36(9): 
jωm외 O{ Kα-ean Neurosur흩cal Society 2003: Analysis I 2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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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r - 논 

) Korean Neurosurg Soc. 2004 Nov; 36 (5):3π-82 
25. K없19 HS, M∞n Hee Han, Bae )u Kwon, Kee-Hyun 

Chang, Chang-Wah Oh, Dae Hee Han.Treatment in 

번호 
.,. 
tr 

POSI-Sur명cal Cerebral Aneurysms. )oumal of Korean 
NeurosurgicaJ Society )uly 2004, Vol. 36, No. l 

@ 해외학슐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r .,. 

tr 

1. 1m SH, Chang Wan Oh, and Dae H얹 Han.S띠혈cal 

Mana용menl of An Unruptured Dural Arteriovenous 
Fistula of 끼1e Anterior Cranial Fossa : Natural History 
for 7 Years.Surg Neurol 2004; 62:72-75 

2. 1m SH, Chung CK, cho BK, Kim MK, Chi )G. 

Sderosing me띠n밍oma: dinic어l3thol앵jcal study of 
four cases. ) N’eur∞ncol. 2004 )un;68(2):169-75. 

3. Lee DH, Park S, κm EY, Kim SK, Chung YN, cho 
BK, Lee Y), Lim ), Wang KC. Enhancement of 
re깅∞ure ca뼈디ry by the inll'll-amniαic i띠ection of 
human er뼈ryonic stern cells in 잃I휠caUy i찌uced 

spinal open neural tube defeas in chick er삐ryOS. 

Neurosci 냉1. 2004 ]비 1 ;364(2):98-100. 
4. 1m SH, Chung CK, Kim SK, Cho BK, Kim MK, Chi 

)G. Pleomorphic xanthoaslrocytoma: a developmer1tal 
glioneuη131 tumor with prominenl glioproliferative 
changes. ) Neuroonc어. 2004 )an;66(1-2):17-27. 

5. 1m SH, Oh CW, Kwon OK, Cho BK, Chung YS, Han 
DH. Involuntary movemcnt indu∞d by cerebral 
섭ch<껴1ia: pathogenesis and surgical out∞me. ] 
t\eur∞urg. 2004 May;I00(5):877-없. 

6. ]ahng TA, Fu π， Kim DH. ÛI엉1 versus endoscopic 
lumbar 야dicle screw fLxaùon and α)Sterolateral 

fusion in a sheep m여el: a feasib피tyS‘udy. Spine]. 
2004 Sep-Oct;4(5):519-26. 

7. )ung Hl, Wang KC, 때m SK, Sung KW, Koo 빠-1 ， 

Shin HY, Ahn HS, Shin H], cho BK. l.oss of 
helerozygosily analysis of chromα;ome 17pI3.1-13.3 
and its correlation with cllnical OUI∞me in medul
loblastomas. ) Neurooncol. 2(뼈 Mar-Apr;67(1-2):41--6. 

8. 없ng HS, Mα>n Hee Han, Bae )u Kwon, Sung 11 
)ung, Chang-Wan 이1， Dae Hee Han, and Kee-Hyun 
Chang. Postopera디ve 3D Angi얘raphy in Intracranial 
Aneurysms. A]NR Am ) Neuroradiol 25:1463-1469, 
@여:>er 21α)4. 

9. 따m CH, Chung CK, 야e SK, Lee YK, α11 )G. 
pa끼a외 lobe epile야y: surgical treatment and αJt

∞me. Slereotact Funct Neurosurg. 2004;82(4):175-85. 
Epub 2004 Nov 18. 

번효 논 

10. Kun DH, )ahng TA, Balabhadra RS, POtu!ski M, 
Beisse R. πloraαs∞pic lI'lInsdiaphragmatic appπ>ach 
10 thoracolumbar junction fractures. Spine ]. 2004 
May-)un;4(3):317-28. 

11. )a에19 TA, Fu π， cun띠명따m BW, Dt피떠ev AE, 
κm DH. Er녕@α>pic insaumented posterolateral 
lum뼈r fusion with Healos and recαnbinanl human 
growth/difftπentiation factor-5. Neurosurgery. 2004 
)an;54(1 ):1기-80; 이scussion 180-1. 

12. Kun DW, Lee SK, Yun CH, Kim KK, Lee DS, Chung 
CK, Chang 암-1. Pariet외 lobe epilepsy: 냐1c semi
ology, yield of diagnc생c workup, and surgical OUI
∞rne. Epileps녀. 2004 ]un;45(6):641-9. 

13. Kim HC, Kim [0 , Kim ζJ ， Cho BK, Kim WS, Yeon 
KM. Subependymoma in the thi며 ventricle in a 

child. CIin [maging. 2004 SeP-OC‘;28(5):381-4. 
14. Kim ), 짜m SK, Wang KC, Kim HY, )∞ung D. 

S없EX ide~피ìcalion of the autoantib<찌ies that are 
prevalent in the cerebrospinal f1uid of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Biotechnol Len. 2004 Apr;26(7): 
585석8. 

15. Kim ]E, Kim JH, Kim OL, Paek SH, Kim DG, chi )G, 
]ung HW. Surgical 뾰atment of symplomatic Rat비<e 

cleft cysts: c1inlcal features and results with special 

attenlion 10 rccurrer1ce. ) Neurosurg. 2004 )an;l00(I): 
뀔40. 

16. Kim MS, Chung CK, Hur )W, Lee )W, 농。ng SO, Lee 

HK. Spinal su벼ural hematoma fc이lowing cra띠olomy: 

case report. Surg Neurol. 2004 Mar;61(3):2앓92. 

17. Kim YH, cho KT, Chung CK, Kim 대. [diopathic 
spontaneous spinal sUbarachnoid hemorrhage. Spmal 
Cord. 2004 Sep;42(9):545-7. 

18. 냐e SK, Kim KK, Nam H, α1 )8, Yun α， Chung 
CK. Ad이ng or repositi뼈ng inll'llcranial electr여es 

during presw밍cal assessment of neocortical epilepsy: 
ele<m:흉-aphic seízure panem 때d surgical outcome. 
) Neurosurg. 2004 Mar;I00(3):463-71. 

19. K1m DH, )ahng TA, Fu π， Zhang HY, Novak SA. 
Evaluation of Heal0sMP52 Osteoinductiv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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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흰자수 명 병 

때
 
m 
m 

미파열 뇌동액류 
동갱맥기형 

뇌지주n혜출협 

,‘
4 

t
a1 

r
、
/

’ 소아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수 
환자수 

110 
67 
53 
35 
10 

명 병 

종
 뺑

 
이
*
 

병
 

류
 

충
 

사
”
，
 
마
「
 

이
μ
 

모
 양
 
수
 중
 견
 

야
 
총
 수
 두
 수
 

모
 뇌
 
척
 
수
 척
 

위 
’l 
?--J 

t4 

RJ 

<
T 
-

• 수술건수: 354건 
소아수슐별 상위 5대 수술 

순위 수 슐 건수 수훌기법 

수두중 112 뇌실복강간 단학술 또는 내시정수슐융 주로 시맹 
2 뇌종양 76 전척출융주로시행 

3 모야모야병 65 뇌-뇌막 혹두 동맥 간갱 문합술 (ED뼈) 
4 척수수악휴 및 지방총 22 지방종쩨거 및 컬박 얘소 

5 간철수술 8 간질병소의 진단 및 간철병소의 제거 

클리닝 명 진료요일 담당교수 환자수 

척추클리억 매주목요일 청천기 외래환자수에 포함 

장태안 

뇌종양클리억 매주금요일 청회현 외래환자수에 포항 
김홍규 

척수수악휴흘리닉 매월 마지악금요일 정유남 외래환자수에 포항 



심포지용에 김수용 교수가 참석하였다.6월 26얘는 모 

나코얘셔 개최 된 Intemational Consul때on on Incon

tinence에 빽재송 교수가 참석하였다.8월 23일에는 프 

랑스 파리얘서 개최된 국제요실금학회 및 국째여성비뇨 

기과회 공동 학술대회(ICS & IUGA)에 이온식 교수， 김 
광명 교수， 김수용 교수가 참석하였다. 8월 27애는 일 

본 삿뽀로에서 개최된 한일비뇨기과회에 이총육 교수가 

참석하였다. 9월 1일에는 갱생진， 박형곤(이상 박사)이 

대학원에 후기 업학하였다.9훨 4일얘는 교실 주최 하 

동문회얘서 후웬하는 제14회 서융비뇨기과학 심포지웅 

빛 이종욱 교수 청년퇴임이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에서 성황리얘 개최되었다. ’비펴계 종양’융 주제로 

하여 최신 지견의 발표와 열연 토론이 이루어졌다. 10 

월 3일에는 미국 호놀률루에서 개최된 27th Congress 

。f lhe 50잉ete Intemational d'Urologie 에 최황 교수가 

참석하였다. 10월 17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 개최된 쩨11차 국재 성기능장얘 연구학회에 액 

재숭 교수， 김수용 교수가 참석하였다. 액재숭 교수 연 

구진온 이 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율 수상하였다.11 

월 1일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7th Asian Congress of 

Urology에 최황 교수가 참석하였다.11월 10일부터 12 

일까지 %차 대환비썩과학회 추계학슐대회 및 총회 

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쿄실에 

서는 구연 19연， 포스터 18면， 비데오 3연융 발표하였 

다.11월 20얼에는 타이완얘서 개최된 6th Annual 

Mee파19 of Asia Pacifìc Association of Pediatric 

@인사사항 

직읍 성명 

교 수 이종욱 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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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l앵sts에 최황 쿄수가 참석하였다. 

12월 3일 서율의대 함춘회관얘서 의국 송년모임융 

갖고 다사다난하였던 한해률 률이켜 보연서 새해훌 설 

계하는 못깊온 자리훌 마련하였다. 12월 4일애는 충식 

당 대혀도에서 동운회 송년모임율 가지면서 비l:rJl파 

동운률과 함께 가는 혜를 아쉬왜하며 새해훌 준비하는 

자리훌 가지기도 하였다. 

• 새로운 시슐 및 기법 
- KlP laser가 도입되어 수슐이 필요한 천립션비 

대중 환자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척으로 갱요도 

전립선 절쩨술율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륙 

히 재원 기간 감소와 멀 칭습적인 수출 기법으 

로 인해 환자의 만촉도가 매우 높았다. 

- ror 슐식이 도입되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 
으로 복압성요실금 환자에 있어 시술융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근치적 전립선전절채슐 및 방광전척출슐에 대 

한 critjcal pathway융 만툴어 전립선암 및 방 

광암 수술 환자의 재원 기간 감소 및 환자의 

편의 중진융 이루었다. 

- 2004년에는 다른 혜얘 비하여 전반적으로 각종 

시슐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장비의 보강에 주 

력함으로써 많옹 기구 및 장비가 확보되어 환 

자들에게 더욱더 높온 양질의 진료서버스왈 채 

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사내용 일자 

2004. 08. 30 
교 -ι‘「 이용식 부교수에서 교수로 숭진 2004. 04. 01 

기’금ir~ .iil‘T 변석수 기금초교수로 송진 2α)4. 08. 01 
촉 탁 의 구자현 촉탁의로 임용 2α)4. 05. 01 
(조교수대우) 
전 임 의 사 갱병창 전임의 신규임용 2004. 05. 01 
전 임 의 사 홍성규 전임의 신규임용 2004. 05. 01 

처‘- 공 의 엄진모 천공의 신규방령 2004. 03. 01 

처‘- 공 의 박용현 천공의 신규웰령 2004. 03. 01 

x‘1 공 의 김팡택 천공의 신규발령 2004. 03. 01 
전 공 의 송상훈 천공의 신규발령 2α)4. 03. 01 
보 건 직 조완풍 퇴직 2004. 08. 09 
간 호 칙 이인실 외래에서 심폐기계 충환자실로 전보 2004.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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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획 4“ 묵 :C1i 토 T 

13:00 수슐장 강의 및 셜습 수슐짱 캉의 몇 셜슐 수슐장강의 및 셜습 수슐창장의 및 셜습 수슐창 장의 및 셜습 
- 소아비뻐l - 비뇨기종양" - 소아비뇨기U - 바뻐총양II - 비씩총양n 

(최 황) (이상용) (김광명) (이상용) (이상용) 
- 내비뇨기 - 남성및빼뇨장애 - 비뇨기총양n - 소아벼뇨기I - 남성및배뇨장얘 

(깅현회) (액재송) (이용식) (최 황) (백채송) 

- 소아비뇨기U -내버썩 - 비펴총양11 - 소아비뻐U 

(김팡명) (김현희) (이용식) (김팡명) 

- 남성및빼뇨장애n - 남생및배뇨장얘11 - 내비뇨기 

(김수용) (김수용) (김현희) 

외혜 캉의 및 설습 - 남성및배뇨장얘111 - 남성및배뇨챔III 
- 비뻐종양m (손환첼) (손환철) 외혜 강의 및 셜습 

(이용식) - 내비뇨기 외혜 캉의 빛 셜습 

- 남생및배뇨장애11 왜례 캉의 맺 셜습 외헤 캉의 및 셜습 (김현희) - 비혜총양n 

(김수용) - 쇄tll뇨711 - 비뇨기총양U (이용식) 

(최 황) (이상용) - 남성및배뇨장애Il 

- 내비뇨기 - 남성및배뇨장애 (김수용) 

(김현희) (빽재송) 

- 남성및배뇨장얘111 

(손환챙) 

15:00 셜습강의 및중례벨표 설습강의 및충빼옐표 셜습캉의 및 중헤발표 셜습강의 몇 중빼빨표 설슐강의 몇충혜빨표 
(손환청， 빽재숭， (냥궁견， 이총욱， 

김수용) (이민생， 김현희) (정 현， 이상은) 이용식) (김광명， 최 황) 

남생파학 요로결석 방팡내시청 천럽션철환 소아버h.기과 

16:00 뱅셜희전 활여 

17:00 (이총욱/최 황/이상옹/ 

액찌송/김팡명/이은식/ 

뱅설회천 황여 김현회/김수용/손환철/ 뱅설희천 창여 금요 컨펴련스 

(이종욱/최 황/이상용/ 꽉 철) (이종욱/획 황/이상용/ 소아 비뇨기~-소의아학확방 (이종욱/척 황/이상은/ 
빽채송/깅팡명/이윤식/ 에뇨기-항사션/바뇨기 빽째숭/김광명/이은식/ 

사션혹소아 찌 
액채숭/김광명/이용식/ 

캔역련스 
김현회/김수용/손환웰 ·뱅리 컨퍼런스 김현회/김수용/손환철/ 

(최 황， 김팡명) 
김현회/김수용/손환철/ 

팍 철) (이종육/최 황/이상용/ 팍 철) 팍 철) 

액재숭/김팡명/이윤식/ 

김현희/김수용/손환철/ 
팍 철) 

, 주요교육현황 
비뇨기과학교실에서 학부 학생를의 교육융 위해서 2 

학년의 신장학， 내분비 흉합교육의 일부훌 답당하였으 

며， 용해 새로 신설된 2학년의 의사/환자/사회 신체검 

진 강화의 남성생식기얘 대한 신체검사률 담당하였다. 

4학년 학생들융 대상으로 비요l과학 강의 20시간， 실 

습 64시간올 답당하였다. 

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외래교수들도 척극 참여하여 주 

간실습표의 내용처럽 임상 중례용 중심으로 한 실슐시 

간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슐기간 중 병실에 입현충인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 담 

당교수률의 지도하에 그 환자를에 대한 중례토의 및 자 

유토롱시간융 마련함으로써 임상적인 척용」눔력융 중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본 쿄실에서 주관하 

는 각종 토론회얘 참관하게 하여 환자진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륙 하였다. 

비뇨기과학 싣습은 각 학생 그룹별로 1주 단위로 진 

행하였다. 실습융 강화하기 위해 본 쿄실 교수툴 이외 



• 주간 행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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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비뇨기-병 리 토룡희 (Uro-patho1앵y conference) 
비k7J-방사선 토흔회 (Uro-ra아01앵Y ∞nf얹었) 1 
비뇨기-방사선 토론회 (Uro-radio10gy ∞nference) 2 
논문 초독회 UαJm외 conference) 
금요 충혜 토혼희 (Friday case conference) 
교수 륙강 (StafT lecture) 

소아비뇨기-방사선 토를회 (p뼈ia띠c uro-radiology ∞nference) 

, 전공의 배치현황 
년 차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스l
 -

。
ε-’
3 

1J 

’3 
t4 

이
〕
 
-

72병실(2) ， 외 래 및 교육(1) 

소야병원(1)， 보라매병원 파견(1)， 훈당서융대병원파견(1) 

72병실(1)， ESW1.&UDS(1) , 분당서율대뱅현파견(1) 
72병실(2)， 소아(1)， 보라매병현 따견(1) 

시간수 

매월 4쩨주 화요일 월 1회 1시간 

매 2주마다 월요일 1시간 
매 2주마다 화요일 1시간 

매주토요일 3시간 

매 2주마다 토요일 1시간 
매 2주마다 급요일 1시간 

매주 목요얼 1시간 

배치(인원수) 

며 맑혐타홉lfJ훌I톨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운 논

 
논 번호 

a 
Z 

1. 백재숭， 김현회， 김수용， 박원회， 김챙수， 김갱도， 이규 
성， 전성수， 융상진， 용갱철， 이현무， 박문수， 이안기， 민 
경준，이해원，김용태，박병주，김외총. 단순생요로감염 

중 환자에서 발로플륙사신과 오훌혹사신의 유효생과 안 

전성 비교훌 위한 다기관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4;45(1):56-63. 
2. 갱 현， 팍 철， 박문수， 이상온. 유천자변형 혈판내피세 

포톨 이용한 방팡암애 대한 항암백신. 대한벼.닝l과학 
회지 2004;45(1 ):69-76. 

3. 전황균， 구자현， 갱현， 팍철， 이용식， 이종육， 이상은. 
방팡이행세포암으로 근쳐적 방팡척훌슐융 받용 환자의 

생존융에 대한 몰반 렴프철절제슐의 영향. 대한비뇨기 
과학회지 2004;45(2):103-7. 

4. 전황융， 흔환철， 오숭훈. 배뇨장얘 환자의 청결간협척도 

뇨법 습특애 있어서? 명동별 환자교육체채와 비교한중 

앙화 집중교육체계의 효과.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4; 
45(2):114-9. 

5. 여용걸， 김현희. 손융 이용한 홉강청척 생채 풍여신적 
훌숱의 유용생. 대한비뇨기과학회지뼈4;45(2):141-8. 

6. 백성현， 임대갱， 이은식， 이상온， 최 황， 오숭춘. 사랍 
방팡 수촉에 대한 국소마취채의 효과: Organ Bath 

sn찌y훌 흉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4;45(2): 
1거용O. 

7. 아상온. 전립선암의 진단. 대한비썩과학회지 2004; 
45(커:197-208. 

8. 전황균， 구자현， 갱현， 팍 철， 이상은. 전립선비대충과 
전립선암에서 세포고사억제 유전자 Swvivin의 발혐.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4;45(3):224-8. 

9. 박형근， 백성현， 연석수， 오송준， 김현회. 경쟁맥요로초 
영슐용 이용한 직껍척인 요판킬이 측갱. 대한비뇨기과 
학회지 2004;45(3):250-4. 

10. 구자현， 신재육， 손환철， 오송춘， 김수용， 빽재숭. 복합 
성요실금 환자에셔 tension-free vaginal tapc 술식 후 
요절박 및 절박성요실금 지속의 예흑인자. 대한비힐l 

과학회지 2004;45(4):330-6. 
11. 박용찬， 팍 철， 손환훨， 오숭준， 이상용， 최 황. 고환염 
전에 의한 세포고사에서 세포고사 억재인자인 dusterin 
의 변화 및 역항얘 판한 연구. 대한비썩과학회지 

2004;45(4):~9. 

12. 곽 청， 갱 현， 김갱현， 이용식， 이상온. BcI-xL 유션자 

발현 억채애 의한 션립선암 써포고사. 대한비썩과학 
회지 2004;45(5):4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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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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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번호 

a 
Z 

Fertil Ste비 2004;81 Suppl 1:882-7. 
10. Kwak C, 아1 잉， Lee A, αloi H. 타feα ci 

circumcision on urinary tract ìnfection 뼈er suc
야ssful antireflux surgery. BJU Int 2004;94(4): 627-9. 

11. Ku JH, um DJ, Byun SS, Paick )S, α1 S). Nα1따ia 

and complementary 따diα:s: detennination ar녕 

quantifica디。n ci the cause of nocturia by frequency
volume charts in women Wilh 10wer urinary traα 

symptoms. Uro1 Res 2004; 32(3):181-4. 
12. Kim SW, Lee SH, Paick )5. In vivo rat mod리 to 

measure hyp:갱없다c nerve Slimul때00-피duα!d seminal 
V않icle and v잃a1 pressure responses simu1taneously. 
Int J Impot Res 2004;16:427검. 

13. Plllck )5, Ku )H, Shin ]W, Park K), Kim SW, α1 S). 
5hortening of lensioo-free vagînal tape for the 
II갱tment of recurrent încontinence. ) Uro1 2004; 
171(4):1634. 

14. Ku 꺼， Kim SW, Kim HH, Paick )S, 50n H, α1 5). 
Patient expe꺼ence with a urodynamic study: A 

prospective sludy in 208 patients. J Urol 
2004;171 (6Ptl ):2307-10. 

15. Ku JH, üm 0), Byun SS, Pa ick )S, 아1 S). "'0ctUÒ3 

în patients with 10wer urinary traα symptoms: 
assocîation with diurnal voidìng panerns. B)U Int 
2004;93(7): 1005-8. 

16. son H, Park K, Kim SW, Paick )S. Reasons for 
discontinuation of sildenafil citrale after successful 
rcstoration of erectile function. Asian ) Androl 
2004;6(2):117-20. 

17. Ku )H, )eong IG, ωn 0), Byun SS, Paick )S, α1 5). 
Voiding diary for the eva1uation of urina깨 incon
linence and lower urinary traα symptorns: Pro
speαive assessmeru ci paticnt compliance ar념 

burdcn. Neurαlfol Uπ셔yn 2004;23(4):331-5. 
18. Ku )H, Kwak C, oh S), L<.'e E, Lee SE, Paìck )S. 

Influence of pain and urinary symptorns on qu따ity 

。f life in young rnen with chronic pro&ati따like 

symptoms. 1m J Urol 2004;11(7):48<)-93. 
19. Paìck )S, Ku )11, Kim SW, Oh SJ, 50n H, Shin JW. 

Tension-free vaginal tape procedure for the treat
ment of mixed 따inary in∞ntinence: sign피canceci 

rnaxirnal urethral cJosure pressure. ) UroI 2004; 
1π(3):l()(11-5. 

20. Paick JS, Ku )H, Shin JW, 50n H, oh 5J, Kim SW. 
TαlSion-free vaginal tape prα:edure for urinaπ 

incontinence with low Va뇨alva 1얹k poim pressure. 
) Urol 2α)4;172(4 Pt 1):137ι3. 

21. Park JY, 50n H, κm SW, Paick )S. Potentiation of 
apomorphine effect on sildenafil-induced per피e erec
tion in conscious rabbîts. Asian) Androl 2004;6(3): 
205-9. 

22. κm SW, Paick JS. Peripheral effeas of serotor피lon 
the contractile resφnses ci rat semina1 vesicJes and 
vaS3 deferentia. ) Anφ'01 2004 Nov-Dec;25(6):893-9. 

23. Ku )H, Hong SK, Kim HH, Paick JS, Lee SE, Oh S). 
ls questíonnaire enough to assess number of 
nocturic episodes? pros야C디ve ∞mpara디ve study 
beLWeen 없ta from questiαmaire and frequency
volume charts. Uro1앵y 2004;64(5):9<)6.9. 

24. Paick )S, Kim SW, Ku )H, oh S), 50n H, Park JY. 
Preoperative maxirnal f10w rate may be a predictive 
factor for the outcome of tension-free va밍nal tape 

procedure for Slress urinary incontinence. 1m 
U앵꺼le∞1) Pe1vic FI∞r Dysfunct 2004;15(6):413-7. 

25. Kirn SW, Jeong S), Munarriz R, Kim NN, Goldstein 1, 
Traish AM. An in vivo rat m여e1 to investlgate 
(ema1e vaginal arousa1 response. ) Urol 2004;171(3): 
1357-61. 

26. Kim SW, κm I\'N, )eong S), Munarriz R, Goldstein 1, 
Traish AM. M여비ation of rat vagina1 blood flow and 
estrogen receptor by 엉띠di이. ) Urol 2004;172(4 p‘ 
1):15끊43. 

27. Jeong H, Kwak C, Lee SE. Ureteric stenting after 
ureteroscopy for ureleric stones: a prospeαive 

randomized srudy assessing symptorns and com
plications. 8JU Int 2004;93(7):1032-4; φX파sion 

103+5. 
28. Lee SE, Jeong IG, Ku JH, Kwak C, 냐e E，)∞ng )S. 

Impaα of lr3nsurethral resection 아 bladder lumor: 

analysis of 이stectomy sπ!cimens 10 ev밍U3te for 
res뼈131 rumor. UrOI앵y 2(X껴;63(5):873-7; 이scussion 

8η’ 

29. Chung), Kwak C, )in 깨， Lee CH , Lee KH, Lee SE. 
Enhanced chemosensitivity ci bladder canα:r celJs to 
cisplatin by suppression 상 c1usterin in 에tro. Cancer 
Lett 21α)4 20;203(2):155-61. 

30. Ku )H, Kwak C, 냐e HS, Park HK, Lee E, 냥e SE. 
Expressioo of sUrvivin, a novel inhibitor of al>> 
ptosis, in superfiαal 띠nsitiooal cell car디noma of 
the b1adder. ) Urol 2004;171(2 pt 1):631-5. 

31. Kwak C, Ku )H, Park JY, 1εe E, 냐e SE, 냐e C. 
lrùtl쇠 rumor stage and grade as a predictive factor 

for recurrence in patients with stage Tl grade 3 
bladder cancer. ) Urol. 2004 )30;171 (1):149-52. 



비뇨기과학교심 . 263 

학획명 

제7:7차 국쩨바l:r.7)과학회 
(미국， 호놀톨쭈) 

2004. 10. 3 - 10. 7 

연 세 | 연지 

One polt renal cyst ex따ion tech미que: mi미aparαomy， I 최 황 
W효sible converted lO lapaIα∞py 

떠 혈홈現況 

@외래흰자수 

외래환자수: 53 ，807명 

신 환 : 3 ，155명(본원 2，436명， 소아 719명 ), 

초 진 : 6 ，741명(본원 5，826명， 소아 915명) 

재 진 : 43 ，911명(본원 37，278명， 소아 6，633명) 

• 상위 10대 질환자수 (본원) 

순위 병 명 흰자수 

1 전렵선비대중 6,887 
2 혈뇨 2,166 
3 션립선암 1 ，'엇)9 

4 빈뇨 1,247 
5 신장결석 1,228 
6 발기부전 995 
7 북압성요실금 929 
8 요판결석 837 
9 방광암 792 

10 방팡기능이상 n1 

@ 입원 흰자수 

총 2，587명(본원 2，ln명， 소아 410명) 

• 상위 5대 질환자수 (본원) 

순위 병 명 흰자수 

1 방팡암 397 
2 신장암 258 
3 전립선암 190 
4 전럽선비대중 1η 

5 요로결석 116 

@수술환자수 

총 1 ，184건(본원 784건， 소아 400건) 

• 상위 8대 수술(본원) 

순위 수*영 흰자수 수슐기법 

1 정요도방팡종 387 방팡내시경으로 요도흘 룡 
양철제슐 빼 방팡외 총양의 철채함 

2 정요도천립션 140 내시청으로 요도훌 통해 비 
절채슐 대된 천럽선율 절쩨합 

3 요실금교정슐 105 중부요도 슐링(midurethra 
sling)융 시뺑함. 

4 근치척천럽션 102 개북하여 전럽션의 주위조 
절제슐 칙융 절재하고 방팡정부와 

요도훌 문합합. 
s 내시경척요판 100 요판부욕율 내시갱척으로 셜 

부목생치슐 치함 

6 근치객 98 개북하여 신장의 주위조직 
신척출슐 융포함하여 절체합 

7 현미경척갱계 63 서혜부철개로 현미경하 갱 
청맥류결찰슐 채갱맥류훌 철찰함 

8 요관갱하배석 56 요판내시경으로 요판의 결 
슐(하부요관) 석융 분쇄하여 쩨거함 

(하부요관) 

@ 주요검사실적 

검새치료뱀 

방광경검사 

요축 및 잔뇨혹청슐 

고환생검 

O-J 카대터 삽입 및 재거 
역앵성신우초영 

요역흥학검사{본현) 

요역흉학검사{어린이병원) 

체외충격파쇄석술 

갱액검사 

ac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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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국 전임의 : 박용호， 이효청， 이송신 

퇴국 전공의 : 권성근， 김대우， 이명철 

.. 3웠 1일부로 이비인후과 전임의 및 전공의가 새 

로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전임의 : 권성근， 김인상， 박민현 

입국 전공의 : 한두회， 안영진， 차앤재， 공일규， 장 

동엽，문성중 

.. 3월 6일 홍순판 동문이 강남구 대치동 코코 이비 

인후과훌 개원하였습니다 . 

.. 3월 7일 임현준교수 정년퇴 임 기념 체9차서울심 

포지용이 서울대학교병원 임상1 ，2강의실에서 열혔 

습니다 . 

.. 3월 22일-25일 36회 Temporal ∞ne dissection 

course가 임상의학연구소 지하1충에서 개최되었 

습니다 . 

.. 4웠 10일-11일 재13회 국채 부비똥 내시정 수술 

연수회(13th Intemational Course on Advanced 

End∞copic Surgery of thc Nose and Sinuses)가 

소아 임상 강의실 빛 의대 해부학교실에서 있었습 

니다 

.. 4월 23일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동운의 밤 행사가 
티·풍호텔 맞은편 멤버스 라운지에서 개최되었습 

니다. 

.. 5월 24일-27일 37회 Temporal bone dissection 

course가 임상의학연구소 지하1충어써 있었슐니다 . 

.. 5월 28일-30일 채1회 부비동 수슐 및 코성형술 실 

숍이 분당 서울대병원 주최로 있었습니다. 

@학생 실습 지도계획서 

2 ‘ 월 화 T 

8시 
(10총 회의실) 
。nental.!Oll 8-12시 

cr 이채서 선생님 소아 수숨장 견학 
Audiogram ζr 생명훈 선생님 

분당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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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훨 13일 이비인후과학교실 야유회가 청계산에서 
있었습니다 . 

.. 7월 16일 장선오 선생님께서 서융대학교병원 이 

비인후과 과장이 되셨습니다 . 

.. 7월 12일-17일 38회 Temporal bone d피똥이on 

course가 임상의학연구소 지하1충에서 있었습니다 . 

.. 7월 29일 주임교수 및 괴장 이취임식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있었슐니다 • 

.. 8월 4일 신진성 동문 별세하였습니다 . 

.. 8월 28일 이비인후과 교실 북한산 퉁반대회가 있 

었습니다 . 

.. 10윈 29일 동문의 밤 행사가 흉체동 그랜드 힐튼 
호댄애서 있었습니다 . 

.. 12월 14일 동문 송년회가 힐튼호텔 그핸드폴룸에 

서 있었습니다 • 

.. 12웠 28일 이비인후과 교실 송년회가 가든뷰얘서 

있었습니다. 

딘D 敬育現況

@ 총 14명의 학생들이 본원 실습과 하루 동안의 외 

부병웬 따견율 토대로 2주간의 이비인후과 실습 

융 하며 이비인후과 영역질환 북유의 병태와 관 

련된 기본척 검사법올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기 

계 및 기구의 조작융 습득하고 비교척 혼한 질환 

융 판찰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 원칙융 습득케 하 

는 데 목표률 둔다. 

목 .::::L 토 c 

외부병핸실습 
(외래교수， 
소속병원) 9시실습명가및 

고건성， 김성수， 실기 시험 
김총화， 박영원， 8시 %분12시 g 이재서 선생님 

cr 임턱환 선생님 병신 회진 
보라매병원 파견 박원용， 박현민， 외래 실슐 성품지 작성 08:00 

환자배정 cr 장션오 선생님 
실습 용병호， 유원석， cr 김총선 선생님 보고서 제출 

파견병현 배정 이비인후과 
유장혈， 이융모， cr 교육담당 

cr 교육담당 전공의 이학척 검진강의 이의석， 전병두， 전공의 
11시 난청설， 명 cr 교육답당 전공의 갱하원， 주영식， 
형검사실 견학 

황의기 
cr 교육답당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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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논 a C3: 채 륙 잃 지 지도교수 

송채진 Gen때nycin에 의한 전갱 손상이 있는 mouse model얘셔의 인슐련양 생 김총선 

장 인자 철합 단액의 발현에 관한 연구 
싱우섭 MUSC2rinic re때tor agonotion에 의한 비챔악 첨액성모 운동 조절의 신 이철회 

효전달체계 규명 

엄융성 알혜르기 벼염 생해모앨에서 벼정악 기도 재형생 과갱 이재서 

문일준 생휘의 창상모텔에서 Mitomycìnζ가 병리조칙학쩍 형태에 미치는 명향 생명훈 

[!] 흙究홉IIJ훌I톨 

G]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최병융， 이영철， 오송하. 김휴션， 획충환， 효쇠옥; 자통 

화변조이용향반사검사와 자동화챙생뇌간반용검사흘 

이용환 신챙아챙력션별검사의 효용성 Korea J Oto-

131까19o1 2004:47(1);27-32 
2. 이숭신， 오송훈， 박재리， 왕선영， 이째서. 이챙희. 민양 

긴; 자연공 재개방과 스트빼스가 가토 상악용엽의 첨 

악병변회복애 미치는 영향 Korea J Otolaryngol 2004: 
47(2);143-50 

3. 갱한신， 임훈청， 장선오， 김종션， 오송하; 한국인 비중 
후군성 갑작신경성 난챙 환자에서 미토론드리아 유전 

자 정돌연변이의 빈도， Korea J Otolaryngol 2004: 
47(3);206-11 

4. 의철훨， 오송훈， 강재구， 노정렬， 이송신， 전용화， 의객 
석」않김， 성송용; 알혜강냐l염 마우스에서 집먼지 
진드기항현과 콜혜라독소의 융합단액융 이용한 정막 
연역관용의 유밥: 예방효과와 장기 치료효과 Korea J 
Otolary매이 2004:47(3);232-7 

5. 김창회， 오숭훈， 이숭신， 빈약기. 이청회. 이채서; 소아 
에서 정비중격 경접형동 첩근볍 : 비충상 및 외비 방 
육애 마치는 영향 Korea J Otolary때。1 2004:47(4); 
331-4 

6. 노갱렬， 생명훈. 킴황협， 김동영， 하갱훈， 박찬일; 총양 
과 구강각질세포주에서 αle∞xi빠 indorr빼a디n의 

cylooxygenase-2 비의존적 기전에 의한 억재 효과 
7. 좌좋쉴， 심우섭， 작션오‘ 오송하， 김영효， 이효갱， 최병 
융i 만성중이영 환자에서의 와우이식슐 Korea J Oto
ω까19어 2004:47(8);730-5 

8. 잘쇠옥， 최병용， 김창희， 좌좋쇠; 충이강얘 발생한 칭 
생 분리종 2예 Korea J Otolar까19o1 2004껴7어); 

798용m 

9. 의효훌; 메니에르병외기전과 연관된 내이 항상성의 연 
구 Korea J Otolaryngol 2004:47(9);803-11 

10. 의철훨l 모지훈， 권성근， 이숭신， 오송준， 의챈죄; 비부 

번호 논 。
-
ι
 비용 및 비인강 악성 총양에서 내시정 수슐의 척용 

Korea J Otolaryngol 20C껴:47(9)홉2-8 

11. 김영효， 임현호 소용으로 유발된 HSP72 모댐에서 챙력 

역치 회복에 대한 Q‘Jercetin의 효과 Korea J Oto
laryngol 2004:47(10);962-7 

12. 와캘효， 최병융， 모지훈， 이숭신， 오숭준， 의잭쇠」않 
Zl; 뇌척수액벼루의 임상양상과 내시정척 치료 Korea J 
Q이aryn명，1 2004:47(10)973-7 

13. 노총렬， 섯역후. 킴팎뼈， 박석원， 오숭준， 김영쩍， 냐기 
상， 박찬일; 생쥐의 창상모댐에서 αleco야ibO) 창상치 

료에 미치는 영향 Korea J Otolaryngol 2004:47(10)1020-5 
14. 천농 환아에서 와우이식슐 후 언어 빛 인지 발달에 영 
향융 주는 예측인자얘 대한 대비연구; Koπ!3 J αo 
laryngol 2004:47(1 1);109. 

15. 갱우진， 청은청， 샘성， 좌뾰; 양충 경풍맥소쳐l 빛 
후혹막강에 발생환 기능성 부신정철종양 1예 Korea J 
Otolaryngol 2004:47(11);119용201 

16. 총재진， 임윤성， 권성근， 하정훈， 안순현， 최보표ι씌끊 
휠; Cold i뼈rument와 Mitomydn-C를 이용한 소아 기 

도 협착 환자의 치료 Kor없 J Otolary때.01 2004: 
47(11);1164용 

17. 쪼좌월; 전청유발 근천위의 이혜와 임상척 척용 Korea 
J Otolaryngol 2004:47(12);1203-10 

18. 최호섭， 엄융생， 효쇠옥， 권배주， 옥슐화， 김영호， 이효갱， 
최병용; 와우이식슐 시 발생한 뇌척수액 분출 Korea J 
Otolaryn용，1 2α)4:47(12);1211얘 

19. 코좌월， 문일준， 심우성， 유지연， 문소영， 김지수; 수명 
반고리관 양성 툴발생 두뀌 현훈어W서 누율 예 나타냐는 

안진의 의의 Korea J Otolaryngol 2004:47(12);1230-5 
20. 김창희， 의캘선. 코질환과 수연무호홉중. 수연갱신생리 

2004:11(1):17-21 
21. 김태용， 조요한， 김진수， 흉용상， 이근욱， 윤학， 총온기， 
나임일，신현춘，김홍완，이재서.생명후.김황혐l 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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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별 상위 5대 수슐 • 수술별 상위 5대 수술 (외래수슐) 

순위 수 슐 건수 순위 병명 환자수 

부비통내시경수술 412 충이 환기관 삽입슐 344 

2 중이엽 수술 271 2 Biopsy 160 

3 연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183 3 Epley's maneuver 65 

4 비충격교정숨 135 4 cvr 48 

5 충이환기관삽입술 58 5 상훌성충이염 35 



수테니스장 및 관악산에서 활각회 테니스대회 및 @ 해외연수 

퉁산대회톨 거행항 • 

.. 5월 31일 - 6월 3일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유럽녹내장학회애 창석합 . 

.. 8월 25일 - 8월 28일 박기호 교수가 말혜이시아 

쿠알라룸푸르얘서 열린 쩨 2회 남똥아시아녹내장 

(EAGIS) 학회애서 초청 강연합 . 

.. 8월 29일 - 9월 3일 갱홈 교수와 박기호 교수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쩨안연구학회(ICER)애서 

초청 강연함 . 

.. 9월 7일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빽내 

장굴절수슐 학회얘 참석합-

.. 10월 10일 - 12일 서융 힐튼호탱에서 채 92회 대 

한안과학술대회에 참석합 . 

.. 10월 27일 챙계산에서 안과직원률이 참석한 의국 

야유회가 개최됨 . 

.. 11월 5일 - 7일 갱홈 교수 흉흉에서 개최된 아시 

아 태평양 자문 회의얘 참석합 . 

.. 11월 26일 - 8321호와 낙산가틀에서 수석 전공의 

인수인계식용 시행합 . 

.. 11월 29일 - 8321호애셔 3년차 연구결과률 발표함

.. 11월 29일 - 2005년도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자훌 

발표합. 

석사:김태완，박운철，한의석 

박사:김남주，안재균 

.. 12월 18일 • 오후 3시부터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서 

율대병원 안파 동운솜년회를 거행합. 

@인사사항 

직급 성명 내용 일자 

ι:iil-'r‘- 위현량 교수발령 2004.10. 1 
부“:iil-'r 박기호 비전21장방령 2004. 7.27 
조교수 한영근 죠교수방령 2004. 8. 1 

-’:..:iilT 김생준 조교수발령 2004. 7.26 
조교수 김성준 의무장방령 2004. 8.11 
조교수 김태우 조교수방령 2004. 4. 1 

안과학교실 • 2키 

직급 성명 내용 기간 

교 수 이진학 남아프리카공화국 6.16-7.15 
교 수 유영석 캐나다 9.16-10.15 
교 수 위앤량 미국 8.16-9.15 
부교수 곽상인 캐나다 7.16-9.15 
부교수 유형곤 미국 9. 1 

장기연수 

@ 학회임원활동 

직물 

교수 이
g
 

취
 

용
 -
빼
 
빼
 

내
 

-
빼
 

빼
 

교수 

[]] 훨育現況 

@학사과정 

-강의 현황 

1학기 동안 총 19시간의 안과학강의 시행 

-주요실습교육현황 

월요일얘서 금요일까지 용10시에 그홉토의흘 시행 

하고， 오전 10시-오후 5시에 본휠외래， 본원병실， 

소아， 외부병원으로 그홉별로 순환하며 견학실습 

융하였다. 

@대학원 과정 

- 1학기: 안과수슐의 합병중 

3/ 16 위원량 교수: 각막이식수술의 합병중 

3/23 유형곤 교수: 유리체절제술의 합병중 

3/30 김미금 교수: 각막이식거부반용과 안연역 

4/6 박규형 교수: 당뇨유리체절제슐의 합병충 

4/13 갱 홈 쿄수: 공막툴륨술의 합병중 

4/20 김동명 교수: 섬유주철채술의 합병중 

4/27 유영석 쿄수: 소아안과영역 수슐의 합병중 

5/4 팍상인 쿄수: 눈꺼풀수슐의 합병중 

5/11 박기호 교수: 임플란트수술의 합병중 

5/18 황청민 교수: 사시수슐의 합병충 

5/25 팍상인 교수: 안와수술의 합병충 

6/1 김성준 교수: 사시수슐의 합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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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행사표 
7:2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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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융독희 
:。1L 금요세미나 (7:30-8:30) 

토 FaαIty L.ecture (7:30-8:30) 

4 

망 

확 

망 

진 

앙 

보 

~/~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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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i-I1; 환 망 진 곽 

혹‘- 앙 진 팍 분 

x‘! 확 녹 분 진 

팍 녹 훌 망 녹 

보 $:‘- 앙 :。1 망 

~ 보 망 $: 분 

-까 .... 、 망 :pi 분 망 

망 흘 ~ 앙 보 

망 :。1 용 보 $: 

분 망 보 망 =D1L 

연: 연구 및 학생교육 

전: 김동명 교수， 천안부 및 본원 외래 

분:분당서옳대학교병원 

위: 위원량 교수 

보:보라매병원 

17:00- 18:00 

초톡회 및 잉상토의 

Comea Conference (1주) 
G히l너3l‘u따lκcoma Conf없'ence (2주) 
안과 방사선과 Conference (3주) 
안과 병리과 Confer한lce (3주) 

백내장， 굴절 교갱 Conference (4주) 

Reti따 Conference (1, 3주) 
연구 Conference (2주) 
Uveitis Conference (3주) 

Sur멍cal Confer윈lCC 

10 11 

환 녹 

녹 망 

앙 확 

팍 진 

보 $:‘-

~ 망 

~‘、- 보 

환 :。1

망 망 

망 분 



@ 국내학술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
-
ι
 1. 장용익， 이준쿄， 좌댄쪼， 이은구. 충싱오북부근 모째혈 

관확장중의 엄상양상 및 쳐료. 대한안과학회지. 2%4; 
45(4):576-84. 

2. 성문우， 김지연， 고현수， 훌효와， 박성성. Leber씨유전 
성시신경병중에서사렵체 DNA양과 MTND4 밥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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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24(6)껴3~5. 

3. 문소영， 김지수， 신동인， 박성호， 김상융， 한문구， 훌컬 
밑. 대뇌성 철반시야색맹. 대한신청과학회지 2004; 

22(깅:160-3. 

@ 해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
ι
 

논 

1. Jae Kyoun Ahn, Ja Heon Kang, ßj Ho Park. 
Corre.laωn between a disc hemorrhagc and pe꺼

pap페a깨 atrophy in glau∞ma patients with a uni

Iateral 띠sc hemcx납lage. J Glaucoma. 2004;13(1):~14. 

2. J@끼2 Min Hwang, C뼈01 Kim, Ji Young Kim. 
Relative alTerem pUp피lary defe<:.t in palients with 
asymmetric αtaracts. J Cataract Re뼈ct Surg. 2004; 
30(1):132-6. 

3. Jong Mo Seo, Seong )un κm， 건브딱도쁘!!&， Eui Tae 
Kim, Hyeong Gon Yu, Young Suk Yu. Biocom

patibility of polyirrude microelectrαIe array for retinal 
stim띠ation. Materials scien∞ and Engineering: C. 
2004;24(1-2): 185-9. 

4. Sang Jin Kim, Ki 펴으 Park. F，αIr cases of norrnal
tension g1aucoma with disk hem。πhage combined 
with branch retina vein ocdusion in the contralateral 
eye. Am J Ophthalmol. 2004;137(2):357-9. 

5. Hveon2 Gon Yu, Dong Sup Lee, J∞ng Mo 앓0， Jae 
Kyoun Ahn, Young Suk Yu, Wang )ae 냐e， Hum 
Chung. 끼le number of CD8+ T cells and NKT cells 
increases in the aqueous humα of patíents with 
Beh었’s uvei때. ain Exp lmmunol. 2α>4; 137(2):437-43. 

6. Hee Yeon )ung, Sun Ju O1ung, 1∞n2 Min Hwan~. 
까C φ$며ers in children 뼈th frequent eye b뼈피ng. 

J AAJ><::fS. 2α>4;8(기:171 -4. 

7. Kvu Hvun2 Par!i, Jeong Min Hwang, Mi Young 01이， 
Young Suk Yu, Hum Chung. Retinal detachment of 
regressed retinopathy of premalurity in children aged 
2 to 15 years. Retina. 2004;24(3):36용75. 

8. Sang Mok Lee, .y!Oun2 Suk Yu. Out∞me of 
hyperplastic persistent pupillary mernbrane. J P어iatr 

Cψhthalmol Strabismus. 2004;41(3):163-71. 
9. Jeon2 Min Hwang, Chang Won Kee. The effe<:.t of 

surface area expansion with perica떠ial m앙nbrane 

(Preclude) in Ahmed glaucoma valve imp때lt 

surgery. J Glaucorna. 2004; 13(4):33S-9. 

번효 
a 
I 

10. J∞ Youn Oh, 암최으걷싹. Analysis of oplic disc 
change using the Heidelberg Retina Tom맹raph in 
an acquired pit of the oplic neπe case. Ophthalmic 
Surg Lasers lrna링ng. 2004;35(4):325-7. 

11. se )∞nW∞， 디 Kim，y:。un2 Suk Yu. Cavemous 
hernangioma of the iris in an 피fam. ) AAl아)$. 

2004;8(5):499-501. 
12. Hyuk Jin Choi, Mee Kum Kin!, Jae Um Lee. 

Optimiz.ation of contact ler‘ fitω18 in keratectasia 
palJents aκ.er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 Cataract 
Refract Surg. 2004;30(5):1057-66. 

13. J∞ Youn Oh, S302 ln Khwa!R. Orbi떠1 subperiosteal 
hemorrhage in a patient with factor V111 and faαor 
져1 defi디ency. ) Pediatr Ophthalmol Slrabismus. 
2004;41 (6):367-8. 

14. Jong Hyun κm， ~an2 ln Khwarg, Ho Kyung 
Choung, Young Suk Yu. Mana흙ment of φrous 
polyethylene implam exπlSure in patients with 
Rωloblasloma foUowing en매c1ea“on. 야ht뼈lmic 

Surg l.asers lrnaging. 2004;35(6):뼈6-52. 
15. Kvu Hvun2 Par!i, )eong Min Hwang, Jac Kyoun 

Ahn. Efficacy of amblyopia therapy initiated after 9 
years of age. Eye. 2004;18(6):571-4. 

16. se J∞n Woo, 12on2 Mvun2 Kim, Ji Y∞n Kim, Sung 
Sup Park, Hyun soo Ko, T:잉 W∞ Y∞. lnvestigation 
(f the assocîation between OPAl 띠ymorphisms and 
norrnal-tension glaucαna in Korea. J Glaucoma. 
2α>4;13(6):492-5. 

17. S∞ Kyung Han, Jeong Hun Kim, 1∞nl! Min Hwan2. 
Persistent diplφia 따ter reuφ띠뼈r anesthesia. J 
Cataraa Refraα Surg. 2004;30(6):124용53. 

18. Hyeon Taeg 1m, youn2 Suk Yu, Seong Hui park, 
Hyo Sug An, Sin Ja Kim, Mi Ja Lee, Ji Yeon Jeong, 
Gyeong Hwan Sh띠， Bon Sul Gu. 까le Seoul 
metrOpolitan presch∞l 씨sion screening pr앵am: 

res비ts from South Ko뼈. Br J Cψhth때nol. 2004; 



E긴 쯤훌現況 

서올대학교병횡 

<D 외래환자수: 
- 본원외래: 총 76，429명 (신환 16 ，926명， 

재진 59，503명) 

- 어린이병원외래: 총23~37명 (신환 2，109명， 

재진 21 ，828명)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 수 
- 본원 외래 (신환) 

순위 엉영 

1 당뇨망막병중 

2 녹내장 
3 백내장 

4 건성안 

5 유리체 부유물 

- 어련이병원 외래 (신환) 

순위 병명 

굴절이상 
2 사시 

3 부안검 
4 흥다래끼 

5 안검하수 

@ 입원환자수: 2，693명 

- 본원 : 2，545명 

- 어련이병원 : 906명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 수 
-본원 

순위 명영 

1 백내장 

2 당뇨앙악병중 

3 망막박리 

4 녹내장 

5 사시 

흰자수 

3,198 
2,383 
2,359 
1,918 

468 

흰자수 

659 
310 
266 
107 
82 

환자수 

1,212 
222 
158 
12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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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훤 

순위 병명 흰자수 

사시 343 
2 선천액내장 109 
3 망악모셰포총 89 
4 부안검 88 

5 미숙아망악충 47 

@수술건수 

- 본휠 : 2 ，612건 

- 어련이병훤 : 1 ，015건 

- 외래 : 639건 

’ 수슐별 상위 5대 수술 (외래， 중앙， 어린이병훨) 
• 외래 

순위 수을명 수흩건수 

굴철교청수슐 184 
2 누갱 생앵슐 45 
3 안검 병리 조직 생검 29 
4 속눈썽 전기분해 19 
5 군날개 절채슐 18 

- 중앙 

순위 수슐명 수1ì건수 

1 빽내장 1,378 
2 유리채철제슐 469 
3 녹내장수슐 137 
4 사시 83 
5 공막좁톰슐 69 

- 어린이병원 

순위 병명 환자수 

1 사시교갱슐 379 
2 안검수슐 153 
3 백내장수슐 148 
4 안와수슐 46 
5 누기수슐 29 

@ 특수클리늬 실적 

가) 당뇨망막 클리념 : 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답당 : 정 홈 교수 ; 10，8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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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사선과학교설 (Department of Radiol옛，) 

띠 敎훌톨名훨 

科 톨 박재형(2002.7-2004.7) 

科 톨 최병인(2004.7- ) 
tì 홈 연경모 장기현 엄청기 

강흥식 김인훤 김숭협 
한문회 한춘구 

매 敎 뺏 김우선 김종효 김재형 

훌훌뻐했뺏 청진욱 
훌&뼈뤘뺏 문우청 구진모 이정민 

흥성환 천정온 

빼훌助u 총치성 권배주 이재영 
최영호 한대회 이 활 

휠u빼빼 나동규 

짧뻐혔톨 이재영 김선호 
lIt빼뼈 송인찬 차주회 김쩨형 

이현주 박병관(2004.4) 

김영일(2004.3) 

홉톨敎홈 김주완 한만챙 
빠빼빼 윤용규홍성모 

招빼敎授 추연명 이주혁 최영희 
빼I懶 김학수 김양민 이정훈 
빼助했 흥주회 심정석 조윤구 

조인철 김호철 성수옥 
이한청 김형석 김혜영 

招찌월師 이유진 김세형 청선양 
.任톰師 강현송 김영준 김숭자 

김지훈 이민우 이신호 
이인숙 이창현 임근영 
갱성일 갱혜경 최자영 
최준일 한창진 허 헌 

황성일 
• 攻 톨 며 年 次 손규리 오경중 윤병재 

천우선 
三 年 次 김나라 김대진 박회선 

성낙종 어 흥 청아영 
최숭흥 

二 年 次 김상영 김상융 박용아 
윤태진 이호연 장갱민 
갱셰영 

- 年 次 김대식 액지현 송수진 
신청얼 우현식 전수령 
진팡냥 채지원 최영훈 

大 훌 院 生 빠士二年 최국명 김건하 김선호 
차주회 윤영호 이채영 
최혁채 최자영 이 활 

Itf:휘￥70 박성호 이준우 
tt土-年 이경원 최준일 문민환 
IU-휘후개 박병판 김영준 이창현 
il土=年 융병재 임근영 체환준 

검지훈 이총석 

ti二￥(힐1) 김대진 어흥 
碩土-年 김나라 장갱민 정융영 

전우선 박희선 

ti-휘후개 갱아영 갱세영 
홉에土u음 손규리 최송홍 

띠 主흩活lfJ훌I률 

CD 교직원 인사 및 교수회의 
한준구쿄수가 4월얘 의과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발 

령을 받았고 임갱기교수가 6월에 서율대학교병원 부원 

장에 취임융 하고 7월에 강흥식교수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에 취엄융 하였다. 4월얘 한춘구교수에 이어 

김우선교수가 의무장융 맙게 되었고 7월에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친 박재형교수의 뒤률 이어 최병인교수가 주 

엄교수로 발령융 받았다. 송진인사로는 10월에 한준구 

교수가 교수로， 김종효교수가 부교수로 발령융 받았다. 

구진모교수는 1년 4개월간의 미국 Washington UlÚversity 

M때indkrodt Institute of Radiology의 장기연수를 마치 

고 12월에 귀국하였다. 그 외 본웬에서는 3，4，5월에 이 

재영， 이현주， 이활교수가 임상조교수 발령을 받았으며 

김선호， 재환준， 조나리야 선생옹 촉탁칙 진료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분당병훤얘서는 8월에 강성권， 이학종， 

김성현， 이경호교수가 기금조교수 발령융 받았으며 3월 

에는 융창진， 최갱아， 최상일교수가 임상교수 발령을 

받았다. 보라매병원얘서는 3월에 고영환교수가 엄상조 

교수로， 강남샌터얘서는 3월에 조청수， 한창진교수가 

임상조교수 발령융 받았다. 



@수상내용 

직읍 

교수 

jj!ι -ι‘「

교수 

교수 

교수 

@ 학회임원활동 

직긍 

교수 
교수 
쿄수 

교수 

쿄수 

교수 

E김 敬育現況
1) 학생교육 

<D 주간실슐표(1주) 
월 

때:00 

09:00 
10:00 

11:00 

12:00 
13:00 

성명 내 용 

박채형 닮iω꺼al Board Member of Techniques in V잃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횡y(πffi) 

최병인 Inlem3lional Health professional of the Year 2004 
(Inll에utional Bi앵rap비ca1 αntre， Cambridge, England) 

김세형 Young lnvestigator's Aw따d AFSUMB (As때1 Fooeratiα1 
。(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어idne and Biol앵y) 

입갱기 20년 근속 표창 
엄청기 E이IOr'S Reco.맹ition Awa떠 for Reviewing with Dis-

tinction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끼ca) 

성명 내 용 

임갱기 한국의학한립현 감사 
최병인 아시아초옴파의학희 회장 피션 

최병인 대한초용따의학회 부회장 

최병인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 

최병인 아시아 오세아니야 방사선학회 재무이상 

최병인 한국과학기슐한립현 출판홍보위원 
최병인 한국의학한립웬 학술위웬 
장기현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취임 
임갱기 보건복지부지갱 지역임상시험센터장 

화 1 /‘- 목 (톨당) 

차흉부융확 (습H) 자위융장학관습 판톡몰 w판。r철kshop 

임청기， 이주혁， 김학수 최병인， 한춘구， 이갱민 전교수 

임상실습 심 임협상관실/중습채 엄상실숭 잉상실습 
CT싸1RI소아 싱혈괜중찌 CTIMRI소아 판톡 w척o추rkshop 

(l죠) (2조) (2초) (1조) 

교육김우천선공의 교육 갱진천욱공의 교육 갱천진욱공의 김우천 천교수 
교육천공의 

그톨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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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04. 1. 16 

2004. 

2004. 5 

2003.10.15 
2003. 

일자 

2004. 3 
2004. 5 
2004. 5 
2004. 5 
2004. 4 
2α껴. 4 
2004. 3 
2004. 10 
2004. 12 

ë그i 

그비홉뻐토의계 

김송협.박병관，김양민 

그홉토의 
소아위장관 

연경모，김우천，천청은 

그위톨장토판의 상 그훌}토흉의부 두경부 및 신갱찌 철흰 그혜홉철토환의 
14:00 

과목소협개관초 및영 그슐훌토외 최뱅인， 현춘구， 이갱민 김인원， 연경모， 푼우검 김이채학형총，， 김생현， 엉갱기， 흉추회， 김형석 
이경호 

15:00 
임쭈상실시습 임 초상용실파슐 잉초상융실파습 임상실습 

박찌형，김종효，김영일 그홉토의 
16:00 후시 퇴행성 질환 뇌 그C훌T토ïM의R 

자융학슐 
(1죠) I (2조j (2조) (1조) 

잉갱기，흉 이부현주 (I), 추연명 교육 이전정공민의 교 홍육성전환공의 홍성환 이갱민 캉강홈성싱견，융 척창;정진아， 뻐기현，한문희，댐규 
17:00 교육천공의 교육천공의 



@주요교육현황 

의과대학 3학년 학생율 대상으혹 환 실습교육융 2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실습교육용 교수 빛 외래교수의 

지도하에 미리 홈떼이지에 구축된 250여 개의(갱확히 

2337H) case륨 이용하여 중례중심의 교육융 실시하였 

고， 학생캔돼런스， 그훌토의 풍융 용하여 학생 스스로 

문채훌 제기하여 해결하는 능력율 기르도록 했으며， 실 

슐， 관찰 퉁의 방법율 병행하였다. 또한 최소한 학생 1 

2) 전공의 수련 

@주간 과간집담회 

요 일 시 간 

근골격계 월(첫쩨주는 제외) 5시 
근골격계 화(첫쩨주) 5시 
근몰격계 1 i-- 7시 30분 
근골격계 비갱기 
신경계 화 7시 %분 
신경계 화 5시 
신경계 ~‘- 4시 

신경계 목 7시 %분 
신경계 목 5시 

신경계 ;n그 7시 

북부 월(격주) 5시 
북부 화 5시 
북부 화 8시 1S분 
북부 목 8시 IS분 

복부 옥 5시 
북부 :。1 8시 %분 
복부 :。1 7시 %분 
북부 끔(마지막주) 5시 
복부 월(셋째주) 5시 
비뇨생식기계 화(격주) 5시 
바뇨생식기계 T‘ 7시 %분 
비뇨생식기계 수 4시 

소아 훨 4시 

소아 화 1시 

소아 화 2시 

소아 수 3시 
소아 수 4시 

소아 수(비정기) 12시 

소아 수(비챙기) 3시 
소아 ~ 7시 %분 
소아 화 4시 
소아 옥 2시 
소아 목 4시 

소아 :n1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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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당 2례의 중례보고흘 하여 이롤 실습성척 명가 자료로 

삼았다. 학생강의는 3학년에는 년초애 총 26시간의 방사 

선학 강의가 있었으며 2학년에서는 홈합강의 중 19시 

간의 방사선과학 분야의 강의가 포함되었다. 또한 의학 

과 해부학 시간에는 2시간의 방사선과학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의과대학 3학년 학생실습용 실습학생과 교수간 

얘(토론 및) 명가의 사간융 가져 학생교육의 피드액자 

료로사용하였다. 

채 목 대상과 

R。κ 갱형외과，뱅리과 
OR.PC 갱형외과，병리과 
Subs야ci외iry 

Rheumalol앵Y 내과 

Subs야:cialiry 

Epilepsy 신정과，신갱외과，핵의학과 
Neurovascular 신경외과，신청과 

Neuroradiol.앵Y 신청외과 
Er-.,. 이비인후과 

NS 신경외과 

Slomach!biHary 내과복부，외과 

학생 COfÚ 내과복부 

TPL ∞nf 외과이식 

TPL ∞nf 외파이식 

Surgical conf 외과 
Biliary Confnf 내과복부 

Subspecia1iry 
북부병리 ∞nf. 병려과 

üver conf. 
Uro 비뇌파 
Subspecialiry 
OBGY 산부인과 

on∞logy 소아종양과 

PGR 소아과 
Ped-Rad 소아과 

GI 소아북부 

PICU-RAD 소아중환자실 
CP ∞nf 병리과 

Cong. Anαrudy Conf. 산부인과소아과，소아외파 
Subspecialiry 
Neuro 소아신정과 

N∞03[01앵Y 소아과 N1CR 

Uro-nephrol앵Y 소아과，비뇨기과，핵의학과 
Problem case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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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뼈년도 주요 수련현황 

• 연수강화 

일 시 용 

3. 21 유방영상진단 연수강화 
6. 27 흉부방사선과학 연수강화 

7. 4 비뇨방사선과학 연수강화 
9.4-5 상복부초옴따진단학 연수강화 

10. 정 재1회 SNUH-MOCf 심포지웅 

책임교수 

훈우경，조나리야 
엄갱기，이현주 

김송협 

이채영 

이 활 

• 교실주관 국재학술행사 

일 시 내 용 책임교수 장소 

2. 9-13 πle 3rd lntemalional Intensive Course for lnterventional 박재형， 서율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Radiol앵y(l1ClR) 정진육 진단방사선과 희의실 

7. 돗10 끼'lC 2nd Seoul Intemaliona1 Workshop for Computer- 운우갱， 서융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Aided Diagnosis 김총효 대강당 

9. 19 까le 14lh Intemationa1 Seou1 Radiology Symposium - 깅인웬， 서율대학교병원 임상채1강의실 
Pediatric Radio1ogy 김우선 

@운파기념 혹별강연회 

제19회 용파기념 특별강연이 11월 12일 오후 4시부 

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병현 임상의학연구소 1충 대강 

당에서 Advances in ca떠iovascular Ima양ng흘 주제로 

개최되었다. 

시간 제 목 연 자 죄장 

4:α>-4:40 Irnag띠g fllldin양 and chronological evaluation 정진욱 (서용의대) 박재형 
。f acute aortic intramural hernatorna 

4:40-5:20 MRe얘luaûon of pulmona깨 circu1ation 유시준 (Univ. of Toronto, Canada) 

disorders 
5:20-6:00 Coronary artCry ima밍ng with 16-slice MOCf: Sachio Ku꺼bayahsi ， MD 한만청 

multic없ter study in Japan (Keio U띠versity， Japan) 

E딘 K휴究現況 

(j)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무
 
- 번호 논

 
CI 
tr 

1. Kang HS, Han MH, Kwon BJ, Chang KH, Oh 011, 
Han DH. 타념ovasc비ar treatmem in α)1St -surgical 
cerebraJ aneurystnS. ) Korean t\eurosurg soc 2004; 
36:1ι6 

2. 권배주，한문회，이숭로，합창곡，고충석，장기현.삼차 
원 회전혈판영상율 이용한 정상 두개내혈광 칙청의 흑갱.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4;50:95-100. 
Kwon B), Han 싸i， Lee SR, Hahm CK, Go JS, αlang 
암i. Measurement of nom때 intracra띠a1 artery diam
eler using three깅imen하0031 re∞nstruclion rotatiαl31 

angiogram. J Korean Radi이 soc 2004;50:95-100 
3. 권배주， 한문회， 이숭로， 합창곡， 김희찬， 장기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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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I r 논 

16. 구진모. 흉부cr에 있어셔 컴퓨터 보조진단. 철핵 및 
호홉기 질환 2004;57:515-521 

17. 손규리， 이현주， 임근영， 이창현， 구진모， 임갱기. 특발 

번호 논 운 

성패성유충 환자의 총격동 및 흉악 외 지방 ~I후: 고해 

상전산화단층촬영융 이용한 정량화 및 갱상인과의 ~I 
교. 대한영상의학회지 2004;51:621-626 

@ 국내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
-
ι
 

g 

-
ι
 

번호 논
 

1. 강빼진， 이호영， 이재성， 강은주， 이상건， 장기현， 이풍 

수， 화소기반 형태분석 방법융 이용한 내혹측두엽 간질 
환자의 회빽질 부피/농도 감소명가; FDG P탄파의 ~I 

교. 대한핵의학회지 2004;38:30-40 
Kang H, Lee HY, 냥e JS, Kang E, Lee SG, Chang 
뻐， 냐e DS, Voxel-based morphomeuy(VBM) 벼sed 

a뚱essrncm of gray matter I∞s in medial temporaJ 
lobe epile야y; comparison with FDG PET. K，α J Nuc 
Med 2004;38:30-40 

2. 오창완，왕규창，김종효，이석，깅형민. 대화식 3차원 
영상유도 수술 시스댐의 개방 빛 요차 분석. 대한PACS 

학회지 2004;10:37-42 
。h C'II, Wang KC, 찌m jH, Lce S, Kim r뻐. 

Developmem and 얀ror 31퍼Iysis of interactive 3-D 
띠13ge guìded . J Kor soc PACS 2004;10:37-42 

3. 용원째， 김용태， 윤용범， 휴지곤， 황진혁， 강현우， 김수 
환，김진현，김선희，김우호，최병인，갱지용.자가연역 
성 빼장영 3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28:52-59 
Y∞n W], Kim YT, Y，∞n YB, Ryu JK, Hwang jH, 
Kang HW, κm SH, κm JH, Kim JH, Kim SW, Kim 

WH, Choì BI, Jeong JB. πuee cases of autoimmune 
pancreatitis. Kor J Gastrointest Es녕osc 2004;28:52-59 

4. 이재생，이용수，김유정，김진수， 이총민，구방본，김재 
진，권준수，유태우，장기현，김션일，강혜진，강은주，갱 

준기， 이명철. 한국인 뇌 표준판과 빼부학척 및 세포구 

축학척 확훌뇌지도훌 이용한 뇌영상 청량화. 대환핵의학 
회지 2α>4;38:241-252 

Lee JS, Lee DS, Kim YK, Kim JS, Lee 1M, K∞ BB, 
Kim JJ, Kwon JS, Y，∞ 1W, Chang KH, Kim SI, Mang 
HJ, Kang 티， Chung JK, I..ee MC. Quantification of 
brain irnages using K，α-ean StaJ피a며 I앤'plates and 
structural 3nd 다toarchitecto미c probabilistic maps. 
Korcan J Nucl Med 2004;38:241-252 

5. 이준호，청춘기，총인찬，장기현，김현집. 대한신경외과 
학회지 2004;36:192-200 
I..ee JH, Chung CK, Song IC, α13ng 뻐， κm HJ. 
Umited predictive ability of hippocampal slOgle voxel 
MR spectros∞py in surgically proven epilepsy. J Kor 
Neurosurgical soc 2004;36:192-200 

@ 국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己
파
 

C그 

tJ: 논 

1. 마oi 61 , Han JK, Hong ST, Lee 암i. CJonorc매asis 

and ch이an밍ocarcinoma: etiol앵ic relationship and 
irn챙ng diagnosis. CJinical Micrφiol앵y Reviews 
2004;17:540-552 

2. Choi BI, Lee )Y, Han JK, 냐e JM, Kim SH. Con
trast-e버lanced son야~phy f，α hepatocellular carcino
ma. Intervirology 2004;47:162-168 

3. Choi BI. πle αlrrent statUS of imaging diagn∞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Liver Tra.nspl 2004;10:S2ι 

S25 
4. Choi BI, I..ee 1M, Han JK. lmaging of intrabepatlc and 

hilar choIangioca떠noma. At화。rn lma양ng 2004;29: 
%용557 

5. Choi SH, Lee JM, I..ee KH, Kim SH, Kim Y], An SK, 
Han JK. Relationship between 째꺼ous panerns of 

번호 논
 

transient incr얹sed hepatic anenuation on CT and 
portal vein thrombosis rclated to acute cholecystitis. 
Am J Roentgenol 2004;183:437-442 

6. Choi SH, Han JK, Kim SH, Lee JM, Lce KH, Kim YJ, 
An SK, Choi BI. Intussusceptlon in adults: from 
stomach to reαUffi. Am J Roentgenol 2004;t83:691~ 

7. Choi SH, 칩m SH, Choi H], Park BK, Lee HJ. 
Preoperatlve magn얹ic resonancelma멍ng s띠밍ng of 
uterine cervical carcinoma. J Comput Ass냉 Torn<쟁r 

2004;28:620-627 
8. Chung JW, Y∞n CJ, ]ung SI, 찌m HC, Lee W, 때m 

YI, Jae H], Park jH. Aαte iliofemoral deep vein 
ÙU'Om∞sis: evalu3tion of underlying an3tomlc 3bnor
maüties by spiral CT venography. J V잃c 1m윈'V Radiol 
2004;15: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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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므
 ι 

논
 

논 

harn뼈피C 띠13gmg: preωTÙnaty 앉야rience. Eur Radiol 
2004;14:1657-1664 

31. Knn SH, Han JK, 야e 싸i ， Yoon CJ, Kim Y1, 야e 

HS, Chα BI. Expe끼ment3l1y induced sm외I-bowel 
tumor in 뎌야its: US-guided per<αt3neous 1용gauge 

core biopsy. Radicl앵y 2004;231:150-155 
32. KLm SH, u.>e JM, Han JK, Brandl H, Chci 61. 

Vclurnetric contraSt irnaging in bile duct sonography: 

lechncl앵y and early dinical cxpc꺼CI1Ce. Am J Ro
entgencl 2004;183:1602-1604 

33. Kim SH, Kim SH, Yan DM, Kim KA. Unusu외 

ca따es o.f tubo-ovarian abscess: cr and MR imaging 
findìngs. Radiographics 2004;24:1575-1었9 

34. KJm SJ , Chcl JA, Lce SH, α10.1 JY, Hcng SH, Chung 
HW, Kang HS. Irnaging findings cf extrapuJmonaty 
metastases of OSleosarcorna. Qi미cal [maging 2004;28: 

291-300 
35. K1m WS, Han 끼， Kim SH, Park M, κm [0, Yeon 

KM. 없1월11αψpler ultra었md examination of uret히따 
obstructiα1 in ra야its: effectS of differem sites and 
degr않5 0f 여>SU\J이on on renaI resistive index. lnvest 

Ra이이 2004;39:531-536 

36. Kim YK, κm α， Lce YH. Kwak HS, Lee JM. 
αx따)3rison c:i superparamagnctic ltα1 0.성de-enhanced 
and gadobcnate dimeglurrune~nhanced dynamic 
MRJ for dctectic cf small hepalocellular carcinornas. 
Am J Rc얻nlgen이 2004; 182:1217-1223 

37. K1m 씬<， Kim CS, Kwak HS, Lee JM. 꺼uce-dirnen
sional dynarruc liver MR imaging using sensitivity 
enc여IOg fcr dClccticn of hcpalocellular carcincrnas: 
compa따。n wilh supcφaramagnclic ìron 0.써de~

hanccd MR imaging. J Magn R않。n [maging 2004; 
20:826-837 

38. Kim YK, 냥c JM, Kim CS. Gadobenale 이me밍urrune

cnhanccd livcr MR ìmaging: valuc cf dynarrùc and 
delayed imaging fcr Lhe characterizaticn and detec
ticn cf focal Iíver lesicns. Eur Radicl 2004;14:5-13 

39. Kw빼 HS, 냐e JM, KJm CS. pre어>er3tive delectiα1 

of hepatoceUular carcinoma: ∞mparison of combined 
α)fltraSt~nced MR imagmg 31녕 combined cr 
during arterial port앵raphy and cr hepatic arterio
graphy. 당Jr Radiol 2004;14:447-457 

40. Lee 비， G∞ JM, Kim KW, 1m JG, 찌m ]W. 
Pulmonary blaSlo.ma radiol앵ic findin용 in five 
patients. Clinica1 [ma멍ng 2004;28:113-118 

41. 냥e JM, Jin GY, Goldberg N, Lee YC, α1Ung GH, 
Han YM, 냐e SY, Kim CS. Percut3neous radio-

번호 
a 
I 

frequency ablation fcr IOOpcr3ble non-s잉srna때l3떼빼a외배U CeU lung 

cancer an념d meta없.ses: p’re떼-e하e히l뼈iminary report. R없ad이i이앵y 

2004;230:125-134 
42. 냥e JM, Rhím H, Han JK, Youn 비， Kim SH, chα 

B[.D때I-pr하)C radicfre찌uency ablaticn - an ìn vitro 
e자)c꺼ment외 study in 야vine Iiver. Invest Radìcl 
2004;39:89-96 

43. 냐e JM, 찌m YK' Kim SW, Han JK. Kim SH. Chci 
B[. Combined radìcfrcquency ablation and acetic 
acid-hypencnic satine s이Jtion instillation: an in vivo 
sludy of rabbíl liver. Kcrean J Radí이 2004;5:31-38 

44. L.ec JM, Lee YH, Kim YK, Kim SW, Kim CS. 
Ccmbined Lherapy of radìofrequency ablatio.n and 
eLhano.l injeαio.n of rabbit liver: an in vivc feasibility 
study. ca며ic Vasc [ntervent Radicl 2004;27:151-157 

45. 나e JM, Lee YH, Kim YK. Kim SW, Kim SH, Han 
JK, Choì BI. Combin어 treatment of radiofrequency 
ablation and acetic acid injectiα，: an in vivc feasi
b피W 앙udy m 때야it Iiver. Eur Radio.! 2004;14:1303-
1010 

46. 냐e JM, Han JK, κm SH, Lee JY, Kim DJ, 야e MW, 
cho GG, Han C], αlOi 61. Sali~삐l3nced hepatic 
radiof1빽uency ablation using a perli.않d-co야d elec
U여e: ∞mparison of dual p'허)C bipolar πxie with 
moncpolar and sin밍e probe bì쩌ar rnodes. Kcrean 
J Radicl 2004;5:121-127 

47. 냐e ]M, Han ]K, Kim SH, Lee JY, Chci SH, Chci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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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m EY, Ry∞ ]W, R.oh HG, 따m SS, Lee KH, Na 
DG, Song IC, 마ang 암i. cr sign .of brain sweωng 
WJ!hαJt ∞n∞mitant paren마ymal hypoanenuati.on 
in acute cerebral isc뼈mia: com때rison with 이f

fusion ar펴 야버JSion MR ima맹19 

2. 구진모， 이현주， 김종효， 이갱웬， 깅송환， 김태연. The 
polen따I contribution of a ∞mputer-aided detec
tion syst안n f.or lung n여ule detecti.on in MDcr 

3. 김민청， 송채우， 노채용， 임청기， 임근영.Pulmo따ry 

tu!:>c강rUI∞is: an<피1er disease showing 없Iaxy sign 
4. 이인숙， 최갱아， 이훈우， 최자영， 구훈냉， 홍성환， 고영 

환， 한일규， 김대균， 강흥식. Reliability of 16-slice 
MDσ f.or pre-operative evaluati.on .of t.otal knee 
arthrφl잃ty: α)ffi때rison with intra-<￥rative me었Jre

n1ents 
5. Jung ]Y, Jee WH, Klm ]Y, Park JM, Sung MS, 야e 

YS, H.ong SH, Kang HS, Chung HW. MR finclings of 

ossifying fibroma 
6. 김숭차， 문우정， 조나리야， 정혜경， 이신호. 두 번 시 
행한 디지형 유방함앵 영상에서 αD의 민갑도， 가양 

성융 및 마크(Mark)의 일치융 환석 

7. 최준일， 이갱민， 김세형， 신경숙， 환창진， 한준구， 최병 
인. Dilferenliating e∞ínophilic ab았잃 of the tiver 
from hepauc lTlCta5tases 파ing precOntrasl and portal 
venous phase cr 비13밍ng: results .of univarl3le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3 rl31yses 

8. 이호연， 이갱민， 김셰형， 신정숙， 한훈구， 이찌영， 최병 
인. T2-weighted 피13ging f.or detecti.on and chara<.ter
ízauon of focal hepatic lesiα15: ∞mparison of rl3vi
gat.or 띠gg야cd turbo spin-echo, breath-hold turbo 
spin-echo, and HASTE sequences 

9. 김세형， 이청민， 한훈구， 이;재영， 한창진， 이민우， 최준 
일， 최병인， 이남준， 서정석， 신정숙. Predi<.ting the 
approprialeness of a donor liver with respe<.t ~。

뼈p3tk 5te31∞is by phase-rontra5t MR imaging: 
correlation with h1st.opathologic fu띠in흉 

10. 이민우， 이갱민， 김세형， 이재영， 신경숙， 한준구， 최병 
인， 서갱석， 이남준 Preope다llve e얘luation .of living 
liver donors: comparison of cr angi앵aphy and 
MR angiography 

11. 갱아영， 이재영， 김세형， 이갱민， 한훈구， 최병인.A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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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sment of the changes .of poJtosysternic c.oUaterals 
after cadave꺼c liver transplantation 

12. 이호연， 김써형， 이청민， 김션회， 장진영， 이재영， 한훈 
구， 최병인. Preoperative assessment of reseaability 
for hilar 하lOlangíocarcinoma: accuracy of cr and 
cholan양앵raphy uslng rev색ed criteria 

13. 한창진， 이갱민， 김세형， 이재영， 이민우， 최춘일， 한춘 
구， 척병인. Depi띠on of biliary tra<.t In Ii애19 potential 
liver donors: ∞mparison of MR cholangiography 
야tween a free breath1ng, V.olumetric isαropic 3D 
turbo spin echo with 따vi명tor 띠잃ering ， Multi-slice 
breath-h어d HA인"E. and ∞rorl31 thkk-slap TSE 
똥quen∞s 

14. 이학종， 김광기， 김션호， 황성얼， 청성얼， 김송협. 청유 

터 보초 진단 기슐{CAD)흩 이용한 바초영cr에서의 요 

로경석과 혈판석회화의 구별 

15. 김선호， 김송협 , 양얄모. cr ar엽 MR chara<.teristics of 
tubo-ovarian a<.tin.omy，α:>sis 

16. 구준법， 흥생환， 최자명， 이준우， 이인숙， 고영환， 최갱 
아， 강흥식. MR imaging of metastatic tumors in the 
spíne: are they c1ifferent in sign때 inten피ty according 
t.o primary malignancy? 

17. 이훈우， 김생현， 강흥식， 최갱아， 이인숙， 최자영， 구준 
법 , 홍성환， 고영환. RacliαJ.opathy 얘 대한 perineural 
5te!Oid inJe<.tion의 치료효과 및 예후 인자 명가 

18. 이준우， 김성현， 강흥식， 최갱아， 이인숙， 최자영， 구준 

법 , 홍성환， 고영환. H.ow can we do if th윈f 냐 no 
improvement after pain Intervention? 

19. 이활， 박채용 김팡기， 이명묵， 구본권， 재환춘， 허헌， 
갱진육. 까uee해mensiorl31 cororl3ry artery mαion 

analysis with biplane coronary an밍ography 
20. 이활， 정진육， 용영호， 제환춘， 허헌， 박재형. ACUIC 

intramural hemantoma of a.orta: ìncidence, progn∞is 

and fmal OUt，∞me with mitial and foUow up cr 
angiography findings 

21. 이민총， 갱진육， 용갱환， 박재형， 고영회， Peter L. 
P어erson. The an디-tumor effect and hepatαox.idty of 
a hexokinase II inhibitor, 3-bromopyruvale: paJt 1. 
in 꺼tro investi없tion on rabbit VX깅 cardnoma cells 
and nonnal rabbit hepat<Xγtes 

22. 박희션， 갱진육， 제환준， 김영일， 이기창， 박재‘행. The 



방사선과학교실 . 293 

번호 논
 

'" ;r 논
 

번호 
a r 

pneumoni따: mecharusm of action and 마띠cal I 19. 김선호， 김송협， 양달모. SoIid epithe뻐 tumors of the 
efficacy of 뾰SSA in non-smaU ceU lung cancer I 0'얘깨: σ and MR charaaenstics and 야lC differenra-

6. 이창현， 엄근영， 이현주， 구진모， 엄청기. cr of I tion from 야lCf sol닙 ova꺼an tUffiOrs 
sr∞ker's lung and smoking-related lung diseases I 20. 박용아， 김송협， 김션효， 갱생일， 황생일， 박병판. FI빠 

7. 임금영， 이현주， 이창현， 구진모， 임갱기. Si햄 in I Auid levels in 。빼an rnasses: 뼈ros짧tive review of 
대est i때ging I MR imaging 

8. 임근영， 이창현， 이현주， 구진모， 엄청기. Tree-in bud I 21. 정성일， 김송협， 황성일， 김션호， 이학종， 박병관. Eval-
5ign: spectrum of diseas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tuberculous and nontulχrculous diseases 

9. 재환준， 갱진육， 성낙총， 정세영， 이활， 박재형. Multi
dαeClor row cr angìography of acute bleeding 
patienrs in the emergen야 r∞m: imaging fìndings 
and ìLS useful rolcs 

10. 허헌， 갱진육， 제환준， 이활， 융영호， 박재‘형. Systemic 
hcpcπasαlarization of thc lung and hemoprysis: 
cross-똥이0031 ar잉 three깅irncnsional relevam vascular 
a떠romy on cr angi얘raphy ∞rrela【ed with con
venúonal an밍。graphy 

11. 우철용， 최원찬， 김옹영， 총효영， 김태형， 신지훈， 융창 
진， 01 깅lCn-HaI. 이동방지형 전립선 요도 스탠트의 

유용성 평가: 개 요도에서의 실험혀 연구 

12. 채환준， 정진육， 이민우， 허헌， 이활， 박째형. c농삐ate 
lobe of the liver: morphol앵ica1 analomy, bloc성 

supply, and venous drainage, and 비13휠ng ftndings 
at pathol앵IC conditions 

13. Lee HY, Kím SH, Lee )M, Kím SW, )ang JY, 벼n 

JK, Chol BI. Prcopcrauve 싫sessment of resectabiliry 
for hilar cholangiocaπinoma: accuracy of cr and 
ch이angiography using revised αite꺼a 

14. 전수령， 이재영， 이갱민， 김세형， 김상융， 한준구， 최병 
인. Various kinds of cysúc lesions in the abdomen: 
histologic classlfìcatlon with imagíng ∞rrelation 

15. 이민우， 이갱민， 이채영， 김세형， 한준구， 최병인， 신경 
숙， 최준일， 한창진. Mulúdctector σ 용st앵raphy as 
a sole pre。‘:>erative imaging m여aliry for lap~ 
scopic gas떠c su명ery in 때enrs with 뼈'lign 뿜S띠C 

tumor 
16. 김경원， 하현권， 김아영， 김갱션， 박성호， 박미숙， 김민 

갱， 원형진， 변찌효， 신용문， 김표년， 이문규， 한준구， 

최 병 인. Primary a찌 metastatic mali맑am mela
nomas in the garrointesúnal traa: cr fì때in흉 with 
C피ùcopath어앵，IC ∞rrelation 

17. 이찌영， 최병인， 한춘구， 야쟁민， 김세형. Contrast-ageru 
enhancemcnt pattems for focal hepatic lesions with 
van。띠 U5 rechinques 

18. 김선호， 김송협， 양달모， 김정아. Unusual causes of 
tubo킹varian abscesses: cr and MR fìndin얄 

uation of a여uired and α)Ilgenital u꺼nary tract abnor
malities with multi-cletector row cr urography and 
MR urography 

22. 황성일， 김송협， 김선호， 정성일. Imaging of Iympho
proliferaúve diseases involving genitourinary tract 

23. 황성일， 김송협， 김선호， 갱성일 Broad spcαrum of 
띠Ja밍ng fmφn용 。f rt.'tr01야mloneal neur，야~띠c (umors: 
role of imaging in diagnosis and differentiation of 
benign from m외ignant tumors 

24. 황성일， 이학종， 김송협， 김션효， 갱성일.AJψ'Cn잉 at a 
g1ance: 띠lpact of truee-climensional re∞썼mαed 

띠13ges using 16<hanne1 multi detector-row cr(MOCT) 
in evaluation of adr때l 밍and 

25. Yun η， κm 5H, Park BK, )ung 51. Atypica1 MR 
features of pclvlc endometriosis: emphasis on diJfer
여따al fcatures from αher gyne∞l。횡c masses 

26. 이학총， 이상은， 변석수， 갱성일， 황성일， 김숭협.50멍ca1 
and MR anatomy of thc male pelvis with special 
reference to retropublic pr없atectomy 

27. 김상융， 정성일， 황성일， 김선호， 김숭협. Gerrn ceU 
t때}。π of the 。、rary other than malurc 이S니c tcrato
ma: broad speαrum of imaging featurcs 

28. 최자영， 홍생환， 구준법， 이춘우， 이인숙， 고영환， 최정 
。~， 강흥식. Radi이。，gic-pathologic correlation of mu
sαlIoskeletal angiomalous lesions iwth an emphasis 

00 radiol얘ic diITerential diagnosis 
29. 최자영， 홍성환， 구출범， 이훈우， 이인숙， 고영환， 최정 

。~， 강흥식. Ultrasαmd elasLOgraphy: application in 
musculoskeletal di똥a똥S 

30. 김대식， 전우선， 구준법， 최자영， 홈성환， 강흥식 Ver

tebraJ body compression fracture related to benign 

pathol앵Y 

31. 구준법， 홍성환， 척자영， 이준우， 이인숙， 고영환， 최정 
。~. 강흥식. Bri빼t 뼈 tissue rnasses of the exrrem
ities on MR imaging: the s야αrum of disease 

32. 이인숙， 최청아， 이춘우， 최자영， 구준법， 홍성환， 고영 
환， 오주환， 강흥식. Finger massesrc에sited: MR im
aging with microcoil a때 patholo횡c ∞rrela디아1 

33. 0)준우， 김성현， 강홈식， 최갱아， 이인숙， 최자영， 구준 
뱀， 홍성환， 고영환. 룡층 인터앤션 외래의 소개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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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다001πA.ξ비lanced li앤r MR imaging as lhe s이e 
preoperalive imaging mαiality: a pros야αìve srudy 
。f living liver donors 

7. )ang JH, Lee JM, Han JK, Han 딩， Lee MW, Lee JY, 
)0 π， )0 SY, Shin KS, Yi N-J, Suh K-S, Choi B1. 
Biliary Complicalions ìn üving Oonor üver Trans
plantalion: lma밍ng Fmφngs and the Roles 0( lnter
vcntional Procedures 

8. Choi SH, l.ce )M, IGm SH, Han JK, Han 딩， 냥e 

MW, Lee JY, )o π， )0 SY, Shin KS, yi 씨， Suh KS, 
Choi BI. Pos뼈야>sy ble성ing 0( spleen in a dog 
model: comparison of hemostatic effect of radìc• fre
q뼈ncy ablation, ablation, absorbable g잉alin spon양 

embolization, and glue-lipiodol mixture plu잃mgm 

Ùle needle traα 

9. Han CJ, Lee JM, 에m SH, Lee MW, Lee JY, Han JK, 
Choi BI. Depiction of b피ary tract in Ii에ng αxco디al 

liver donors: Compa꺼50n of MR cholan밍앵raphy 

betvveenana이galor-띠ggered IUrbo spin echo, breath
h이d HASTE, and ∞ronal thick-sJap TSE. 

10. Lee W, Chung J, Yin Y, Jae H, Hur H, Park J. 
Aαte inlramural hemaloma of aona: incidence, 
pr앵nosis and fmal ωtcome wilh ini따1 al녕 follow 
up CT angiography fìndings 

11. Park H, Chung J, Jae H, lGm Y, 냐e K, Park). The 
anti-tumor etTect and hepatotoxidty of a hexokinse 
II m비bitα， 3-bromc껴pyruvate: part 2, in vivo in
vestagaling in rabbil vx2 hepalorna model lhrα19h 

intraat안131 admlnistration 
12. 이경호. πle effeas of C이。nal Slab Reformation on 

Radìol앵ist’s and 1하e머ng Physician's Perfonnance in 
che CT 0때맑osis of Acute Appendìdtis 

13. 운우정. 3D breast ultra없Jnd 
14. 문우경. ’nssue Harmonic lmage 0( Breast mass 
15. 이갱민， 한춘구，김세형，이째영， 최병인. com어rison of 

Renal Ablation 뼈th Dry MonopoJar Radiofrequency 
and Wet BipoJar Radiofrequency: In-Vitro and In
Vivo Experimental Stu이g 

16. 이갱민， 현춘구， 김세형， 이채영， 최병인.M없피c Stents 
Placement lhrough the Per<αltan∞us GaslrOStomy for 
P잉liation of Malígnant Gastric Ouùet and Anas따
moûc Obsuuctions 

17. Kang H, Han M, Kwon B, Chang K. Endovascular 
treatment in α)s(-su벤cal cerebral aneuπms 

18. Kim SH. Han )K, lee )M, lee JY. Choí BI. Value of 
multidelector three깅imensional(30) CT gastrography 
with volume reκlering technique induding unfolded 
pr어@잉on for lhe detection 0( early 용stric cancer: 
Cornparison wilh 없ial two-dimensi。따1(20) CT using 
ROC analysis 

19. G∞ JM. Bae KT, Tongdee T, Tongdee R, Yeo K. 
Volurnetric measurement 0( lung n여ules with multi
detector row CT: impact of various image re∞n

struction 뼈rameters and segmenta디on thresholds on 
measuremcn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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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Gm SH, lee JM, Han JK, αlOi B[. pr빽없뼈 16. 제환준， 갱진욱， 허헌， 윤창진， 김영일， 박재형.Ca‘Jdate 
evaluation 0( reseαabUìty for hilar choIangiocardnoma 1 Lobe of lhe üver: Moφhol앵ical Anatomy. Blood 

2. 이학종， 김송협， 이경호， 이경원， 김션호， 황성일， 청성 1 Supply and Venous Drainage, and lmagìng Findin용 

일. New para이gm of urinary tract imaging: coronal I at 없뼈logic Conditions 
d때Iay from 없ropic 16 m비l빼@ σ a여uisition I 7. 이청민， 한준구， 김써형， 이찌영， 최병인， 신경숙Early 

3. 박병판， 김송협， 황성일， 정성일. Gyne∞<Iogìc cancers I enhanclng pseudolcsions on M비디phasic σ in pa-
ínvolving 없h uterus and ovaries: σ a쩌 MR I tients with liver cirrhosis: How t。 이fferentiate it from 

떠tures I small hypet쩌scular hepatocellular caπinorna 
4. 션우선， 이활， 갱진욱， 박재형. The Swollen l.cg : The I 8. 이쩡민， 한춘구， 김세형， 이채명， 최병인， 신경숙. Super-

various etiology and Íts CT venography ftndings 

5. 제환준， 이황， 갱진육， 갱아영， 최송흥， 박째형. Multi
Deteαor Row CT AngìoGraphy of Acute Blee이ng 

Patients in the 당nergency Room: lrnaging Findìngs 
and [ts useful Roles 

P따-amagnetic [ron Oxide-enhanced üver MR lrnaging: 

탈rlyex야까ence al 카. 
9. Cho N, M∞n WK. Cho KS, Cha JH. Chung SY, IGm 

SJ. 냥e SH, Chung HK. US fmdings of Clinically and 
MarnrnographicaUy OccuIt Breast Cancers: α)f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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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a 
Z 

1. Kim η， α。i BI, Choe K. Conlrast-cnhanced magnetic 
rcsonancc una밍ng at true end깅iastole to quantify 
rcpπ성ludble transmural 앉tent c:i myαmψal hyperen
hancement. 

2. Kim η， Choi BI. 0뼈ct visualizaúon of myocardiaJ 
bndging 10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깨 with 
mullislice cr 

3. Kim Y, Kim WS, Km 10. Ycon KM. Va꺼ous radicr 
logic fìn이ngs of WiIms' tumor 

망샤선과찍교실 .297 

번호 논 
a Z 

4. Jun WS, Kwon BJ, Han 빠{， Chang KH. Nonvascular 
diseases with reslricted difTusion 

5. Jun WS, Lec W, Chung JK. Park 꺼. 깨e swollen leg: 
the various eúol앵y and its cr venography lìndin용 

6. Kim DJ , Chang KH. 3T DWIs with differenl b-values 
띠 brain tumors: preliminary r，야)()It 

7. M∞n MH, Kim SH, cho J, Lee Y. Recurrent 。‘I3rian
cancer: panems and s야αrum of imaglOg fìndings 

• SPR(Societv ~α Pediatric Radiolol!V. 미국.Savannah) 2004 4 28-5.1 

생
 
-뾰

 

논 
a r 

1. Kim 10, Ch∞n JE. Kim CJ, Kim WS, Y∞ WJ, 대oi JH, Ycon KM. MR evaIuation of the remai띠ng physis after 
parti31 phy않aJ resection. 

• ESPR(European Society of Paediatric Radi이。'8Y， 독일 하이렐베르그) 2004. 6. 7-11 

전시@ 

논 
." 
ir 번호 

1. Kim WS, Y，∞ SY, æeon )E, Kim 10, Ycon 뻐. Distal ∞뺑1Ïtal esopha용al stenosis associated with esophageal 
3 t.reSla/ lracheoesophageal fistula. 

• AOSPR(Congress of Asian and Oceanic S여ety for Pe이atric Radiolo8Y, 중국 북경) 2004.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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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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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a r 

1. 찌m 10, Cheon JE, 찌m CJ, 칩m WS, Y∞ WJ, αlOi lH, Yoon KM. MR Irnaging of remai띠ng physis in pa띠al 

physcal resection with graft interπ)Siúon. 

‘ -시
-
-

처
μ
 
-

-

-뾰
 

논
 

。r 

1. Kim WS, Choi Jl, Choi JE, Kim 10, Yeon KM, Lee HJ. Pulmonary tubcrculosis in 띠fants: radiographic and CT 
flO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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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취과학교실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OJ 훨훌톨홉. 

主 ff ø: 홈 ø: 톰 金*훌훌 

ø: ~톨 i:.. 企훌홉 ~핫文 
핫itj훌 李相햄 후톨톨 

메 敎 뺏 食容홈 뼈商~ f~흉U~ 

，*~톨 i'Jl秀

ß1J ø: i웃 H웰斗 쫓元il 술l~옥 

i:i훌秀 113훌u훌 r.l io훌. 

尹太均 朴~헤X 

’l託훨뺏 企~，톨 i'맨‘훌t ’P함宇 
~l훌흉 尹*tt 全允石

삐ffll師 -tI~必 빠훌짜 李!훌杰 

후홈{후 朴합S뼈 ~~.훌 

힘~i양杰 安正桓

外來l’훌훌 •• 立 方~i양 후~:t 

外來뼈홈1f m*~ 
찌*n찌흩 T?훌政 金훌元 金훌Irf 

”흡泳 供뼈훌 i:t톨民 

'*昇i.t .m 允 뿔益鉉 

金l~ ~i也훌 윷짧훌 

띠 主훌活l1J훌項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5명， 석사과정에 7명， 룡합과 

갱에 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학위수여자로 6명 

의 박사와 3명의 석사플 배출하였다. 15명의 새로운 전 

@인사사항 

후Il~찍 훌릅빼 李{훌1* 

全훗. 훌h\3!. 홉品때g 

11휴뼈 

• 攻 11 四 年 次 食桂洗 ~*홈 金良샀 
i:~한俊 u.~훗 朴훌þíf 
申터전 尹Atß øttif 
Mz延 .홈뻐 

三 年 次 .~d~ 柳A希 후윷j$ 
李훌~* 李宗桓 E홈rJJ~ 

林ll:훌 lI*m 11允.tIil
= 年 次 홉*~ A*삐g 좁홉洙 

훌m~훗 朴훌~J 짧永坤 
f*正￥8 申훌빠 $和홍 
柳?BÞíf 崔.JIt 崔仁뼈 

-~ 次 훌.ilJ 具.. 빼 -tI.19J 
~t훌훌 훌$;앉 文뽑þíf 

i훌台f톨 尹.ttt 李相珍
후øtll 李f용효 II~학 .. 
a￥元iJ( m~훌훌 tl!l훗 

別 定 • 후ýt玉 

훌톨tt훌톨 충受i효 11톨에g 梁，맨.珠 

白fi~

공의가 입국하였고， 11명의 전공의7t 4년간의 수련과갱 

융 마치고 천문의 자격율 획득하였으며 8영의 전임의가 

1년간의 과갱융 마친 후 사회로 진훌하였다. 

직 급 성영 인 사 내 용 일지 비괴발렁처) 

부쿄수 박재현 부교수송진 2004. 4. 1. 
잉상교수 박금축 임상교수요원 발령 2004. 4. 1. 
교 수 김종성 과장발령 2004. 7. 16. 
교 수 김종성 수술부장， 충환자 진료부장 발령 2004. 7. 20. 
교 'T‘ 이상철 용충 치료실장 발령 2004. 7. 20. 
부교수 김회수 소아마취폼과장，소아충환자진료실장 2004. 7. 20. 
부교수 임영진 의무장발령 2004. 7. 26. 
조교수 김진회 전임조교수 발령 2004. 9. 1. 
부교수 도상환 부교수송진 2004. 10. 1. 



• 전공의 배치현황 
년 차 본 윈 ~‘‘- O~ 보리매 

4 년 차 7 1 2 
3 년 차 5 2 2 
2 년차 5 2 2 
1 년 차 7 2 2 

.. 2004년도 주요 수련현황 

· 추계학슐대회 연수교육{11월 4일) 

E낀 맑究現況 

G]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문 

1. 휴호걸， 갱철우， 이종환， 박재현. 척추굴곡에 따혼 옆구리 

늑골선이 지냐는 요추수준의 변화.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6:51-54 

2. 오야영，안원식，박종두，김종성，김성펙，이훈컬.수슐 
전 마취과로 의뢰된 소아환자의 룡계적 고활. 대한마취 

과학회지 2004;46:55-58 
3. 김진태， 류효걸， 고흥， 이국혐. 라핵스 알래르기 반용이 
유발된 산모에서 용급 제왕 절개숱융 위한 마취관리.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 ;46: 119-121 
4. 장용호， 남상건， 김보정， 생재상， 김용철， 이상철. 상복 
부 흉증 환자에서 고주파 연용고슐율 이용한 내장 신경 
차단.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6:131-134 

5. 안원식. 마취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위. 대한마취파학 
회지 2004;46:255-263 

6. 전융석，김대회，융태균，위상우，용숭훈，박재현，합병 
문. 판상동맥 우회술융 받는 환자에서 Milrinone과 저 
용량 V잃。pl없m 청주에 의한 혈역학척 효과. 대한마 

취과학회 2004;46:293-297 
7. 심성용， 박진영， 김용철， 융마자. 견용하 판철정 수술 
후 진용 작용: Bupivacainc, Bupivacaine파 Morphinc, 
Bupivacaine과 Femanyl의 정액냥 내 지속 주입에 대환 

전향척 이충 맹검 연구. 대한마취 과학회 2004;46: 323-
328 

8. 김지연， 김폼욱， 안원식， 신터전， 박재혐. 심폐소생술 
전공의 교육 현황과 교육 효파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 

마취과학회지 2004;46: 424-429 
9. 김대현，이국현，조대순，갱빼갱，김지회，이순얘，노지 

융， 민흉기， 유정회. 흉충애 대한 감수성과 수슐 후 채 
통융 위한 모르핀 요구량과의 판계.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6: 430-433 

ot회과학교실 • 3이 

국립암센터 훈당 쩨주 껴 

11 

9 
2 12 

1 3 15 

· 월례집담회(월 1회) 

· 자율명7}{ 9월 18일) 

번호 논 운 

10. 오아영 박희연， 김경육， 김성쩍. 액서의 격리쩨에서 
lsop!Olerenol, Dobu떠mine， Mil끼none이 빼풍액압과 

쳐산소성 ~혈관 수축에 마치는 영향. 대한마취과학회 

지 2004꺼6:454-461 

11. 윤청연， 김총생. 아 척추근위축충 환자에서 안연 마스 
크률 이용한 비청습척。옆뺏기. 대한마취과학회지 X껴; 

46:480483 
12. 서청훈， 박금속， 융갱연， 도상환. 부인과 수술 환자에서 

청악외 Morphine-Bu미vacaine 및 갱액 내 Morphine
Ketorolac율 이용한 짜가진용요법의 비교연구. 대한마 
취과학회지 2004;46:560-564 

13. 갱지연， 김진태， 이국현. 창견에서 부피바케인에 의한 
초기 심독성융 예혹하는 데에 있어서 심전도 사지션극 

11l에서의 S따의 진폭의 변화의 유용성. 대한마취파학 
회지 2004;46:599-603 

14. 이미금， 김정욕， 김종성， 김성덕. 부모가 자녀융 의학 
연구에 참여시킬지률 결정하는데 연구 위험성의 연명 

。l 미치는 영향.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6:67α-674 

15. 안웬식， 김용육， 박재현， 김회훈. 소아수술환자의 마취 
에 대한 보효자의 활안.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7: 
347-350 

16. 김경육， 한션숙， 김총생. 심장수술융 시행하는 환자에 
세 혈장중량체로 사용한 혀드륙시에철스타치가 혈액용 

고에 미치는 영향. 대한마취과학회지 뼈4;47:379-384 

17. 박금숙， 이효민， 김용락， 안웬식. 당뇨 환자의 주슐기 
관리에 대한 후향척 연구.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7: 
482-487 

18. 김지연， 안원식， 박총두， 박채현， 임영진， 함병문. 국내 

대학병원 싱혜소생슐 현황·교육， 용홈， 보고서 . 대한마 
취과학회지. 2004;47:5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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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a Z 번호 논

 
므
 ι 

1. Kim SH, oh KW, Ba바 JH: Electrochemically syn- I 2. 다13ng W1, 찌m 뼈， 칩m )H, Ham BM, Kim YL. 
thes않d polypyrrole a쩌 Cu-pla빼 nylon/spandex r.α I Hemodynamic 뼈nges φring pasterior ves뼈 OIf.뻐rnp 
eleαrotherapeutic pad electrode. J Appl Poly Sci I ∞ronary by뼈ss. Ann π。rac Surg 2004:78; 2057-2062 
2004:91(6);4064-71 

단n 앓홈現況 

<D 과벌 마휘룡계 
전신마취 부위마휘 MAC 국소마취 신경차딘 기타 정액 힐채 

URO 456 235 5 89 0 0 0 785 

NS 961 0 14 217 1 0 0 1193 

TS 1113 0 1 1æ 0 6 0 1228 

GS 4356 543 6 665 0 0 5571 

PS 514 20 37 350 3 0 0 924 

OL 1545 0 117 175 0 0 0 1837 

ar 489 0 1278 928 0 0 0 2695 

OBGY 1333 258 2 2 0 0 0 1595 
@ 794 1144 3 329 145 30 0 2445 

1M 6 21 1 1120 0 107 0 1255 

TR 0 25 0 0 0 0 0 25 

CR 374 309 6 523 0 0 0 1212 

ESWL 0 0 0 0 0 0 0 0 

r、:p 74 0 0 0 0 0 0 74 

DM 0 0 0 1 0 0 0 

PAlN 0 0 0 0 0 0 11338 11338 

DF 155 265 28 2 0 0 0 450 

합계 12170 2820 1498 4509 149 144 11338 32628 

@월별 통계 

1월 2월 3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힐껴 

전신마취 983 1082 1195 10π 955 앉애 앉)9 1256 1019 1여5 1075 1250 12295 

부위마휘 235 257 250 258 260 168 151 268 236 249 253 235 2820 

국소마취 387 341 450 410 430 267 252 415 378 349 365 뼈6 4510 

합계 1605 1680 1895 1745 1645 1124 1072 1939 1633 1643 1693 1951 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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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I] 敎훌톨홉뭘 

主 任 敎 授 뤘 I엇 후允i휴(1뺏.7.1;-뼈.7.1찌 
~ .엇 Ill~훌(2(뻐.7.1;.-뻐5.현채) 

~ .엇 朴rr圭

~ .엇 :í?i~l흩 

톨~ 敎 授 *톨*"i훌 
• 攻 11 四 年 次 짧佑吉 崔ì*i/.i 朴i훌ffl] 

三 年 次 金섰훌 李時雨 聊~Ib

二 年 次 ruJ lHl. ~월甲 陳t훌뼈 

후相雨 

- 年 次 f~~￥~ 핫앓俊 
朴俊圭 金18훌 

大 4훌 院 生 11土修7 文!U효 玄titø

@인사사항 

~C’‘ 11土二年 金훌完 쭈몇周 
朴뼈{훌 

빠士-年 술*~훌 $Jl民

il土tJ7 朴政훌 崔中 • 
• 11벼if 

il土=年 朴永~ 聊池if 뿔淳i/.i 
R믿빼톨 

il土-年 金월!f' 후相雨 
~IU훌洙 1m훌昇 

훌를앉κ. 金뺑‘주 
~.헤I 

’L횟~ 

밍 主훌活ti훌II 

CD 층 론 
본파에서는 활발한 진료 및 수슐융 용하여 병훤진료 

및 학생， 전공의 교육얘 기여하였다. 또한 성실한 학술 

활동 및 진료 활동융 용하여 l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상l， 

’의무기흑 정리 우수상l융 수상하였으며 국내와 국째학 

회 발표 및 진행과정에 참여하여 교실， 의과대학 및 병 

원의 위상융 높이는데 천력하였다. 본 교실의 이윤호 

교수가 국채 성형외과학회에셔 아시아 극동지역 이사로 

추대 되었으며， 7월15일자로 민갱웬 교수가 주임교수로 

발령 받았다. 

직 급 성 명 인시내용 일 자 

교 수 이융효 국체성형외과연맹 아시아극동지역 이사 2003.8. 9. 

교 수 민정휠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쿄실 주임교수 2004.7.15. 

@수상내용 

직 읍 성 명 인사내용 일 찌 비 고 

교 수 김석화 대한생형외과학회 학슐상 2004.11.11 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학교실 서율대학교병원 의무기륙갱려 우수상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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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명 직책 일자 

대 한 의 사 협 회 
전의자격시험션택위원 2004. 1 
사이버연수교육위원 2α>4_ 1 

김석화 한 국 의 학 교 육 명 가 훤 인 갱 평 가 기 획 위 원 2004_ 1 

의 과 대 학 장 협 의 회 간 사， 운 영 위 웬 2004. 1 
대 한 의 료 갱 보 학 회 흥 보 이 사 2004_ 1 

총 1 t1- 2002_11 

대 한 성 형 외 과 학 회 -Ir1 위 웬 2004.11 

권성택 
감 사 2004_11 

아 태 수 부 외 과 학 회 긴 :i: 비 위 원 2α)(). 3 

대 한 미 용 성 형 외 과 학 회 학 슐 위 웬 1잊써B. 5 

대 한 수 부 외 과 학 회 。l 사 2004_11 

rn 敎育3훌況 
@학사과정 

• 매주 웠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 4시까지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설슐강의 

@학위수여 

학위영 

석 사 

.. - 월요일 오후 4시 :Se때nar 창석 

- 금요일 오후 4시 : )oumaJ review 참석 

- 그외 월- 금요일: 수술장 및 외래 참판 

(실습기간중 전당교수쩨 실시) 

지도교수 

김석화 

논 룬 xt 목 

반안연 왜소충에서 웹많 신연 후 채2， 쩨3 대구치의 맹출 

E낀 맑究活IIJ훌I훌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I 논

 

a 
I 

1. 손우길 ， 이올호. Hydroxyapatite Powder (Bone
sourceØ)롤 이용한 다양한 재건혜. 대한성형외과 

학회지 2004:31(5)649-654 
2. 이윤호， 최순우， 박용춘. 조직 확장숲 후에 생길 수 

있는 이차적 함촬 변형에 대한 예방적치료.대한성 
형외과학회지 2α>4:31(1):41-47 

3. 방치영， 이윤호. 성장기 가토의 실험적 두재판 조기 

유합중과 골 신연슐 후 두개용합의 성장. 대한성형 

외과학회지 2004:31(1):76-82 
4. 이융호， 노종훈. 미용적 관골축소슐 후 불유합된 판 

골체의 교청.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04:31β):331-336 

5. 김석화， 박종주， 박철규. 외촉 안연얼 교정술 후 구 
순각의 외측 변위.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04:31(5): 

번호 

589-593 
6. 변째갱， 김석화， 김우갱 ， 김재찬. 술전 교갱융 시행 

한 일촉성 완천 구순구개열에서 비구순의 사진 계 

측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04:31 (6):~S 
7. 박종주， 박철규， 김석화. 이차생 구순열 변형의 교쟁 

을 위한 아베 며판. 대한두개안연성형외과학회지 
5(1):11-13 

8. 김우정， 김석화， 이지혁. 하악골 급속 신연골생생슐 

후 올경화 기간에 나타나는 하악골 비대칭의 재밥. 

대한두개안면생형외과학회지 5(1):31-36 
9. 신화섭 ， 임민식 ， 김석화. 온라인 의학연수교육에 대 

한 학슐자의 견해와 학습효과. 대한의료정보학회지 
1어1):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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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방사선종양학교실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OJ 敎훌員名單 

'* 훌 敎 홈 김일한 
敎 톰 박찬일 하성환 
밑 敎 授 김재성 

lI1J敎홉우흉균 
g흩~敎뺏 지의규 

흡f敎뺏 허순냉 김인아 
招빼敎홈 휴성혈 허송재 배훈식 

紹찌훌훌뺏 조철구 전하정 최온경 
조판효 

휩찌助훌뺏 안용찬 이병용 

• 攻 톨 四 年 次 김진호 
三 年 次 김규보 = 年 次 문성호 장아랍 
- 年 次 엄근용 이미연 

훌 짧 師 강인숙 
훌 II I11J 務 土 강계숙 
技 土 훌 保훌技正 박흉득 

@인사사항 

훌톨때校正 유숙현 

保 흩 土 이채회 

保흩土빼 갱치훈 융일규 민째순 
재영완 서석진 김보겸 

나갱수 김찬용 
保 흩 를 이양훈 박장훨 
훌를tti土 오용갱 

I톨維il 박현갱 이미얘 조현선 
맑몇를 신진희 박혜진 

띠 主훌홉l1J훌I툴 

φ 총론 

3차씬 업체조형치료 및 세기조절방사선치료 둥 청단 

방사선치료기법의 시행이 획기적￡로 충가하였다. 2004 

년부터 국립암센터 정원을 이용하여 전공의용 추가 선 

발함으로써 인력이 보다 확충되었다. 

직급 성명 인사내용 월자 비고 

保 n. 나경수 보건직 벌형(보건사보) 2004. 3. 1. 

~ *훗 지의규 임상교수 발령 2α>4. 4. 1 
~Q. 김창용 보건직 밭령(보건사보) 2α>4. 5. 1. 

~ 톨 박찬일 대한암학회 자문위원 취임 2004. 6.11. 

~ 톨 김일한 대한암학회 갱보전산이사 취임 2004. 6.11. 

~ ~ 김일한 방사션총양학교실 주임교수 및 방사션총양학과 과장 취임 2004. 7. 16. 
6l ~ 김인아 분당서율대학교병원 촉탁교수 발령 2004. 8. 1 
ø ~ 김일한 대환방사션총양학회 미래기획 이사 션엉 2004.10 .8. 
&t ~ 김채성 대한방사션총양학회 감사 선엄 2003.10. 8. 
:w 攻 톨 깅연수 사직 2004.11.30. 



@ 대학원과정 

1학기에는 임상방사선률리학， 2학기에는 중추신경계 

방사선총양학， 방사선생물학혹흔(종양)4가 개설되었다. 

@학위수여 

· 박사 
신갱환 강도변조방사선치료(1MRT)의 환자 혹이적 갱 

@전공의 수련현황 

• 주간 행사표 

삶건윈 월 

08:00 
강내요법 

09:00 외 래 
하생환 

김얼한 

치료계획 

박찬일 

12:00 

13:00 외 래 

하성환 

김일한 

15:00 치료계획 

우흉균 

16:00 

17:00 
소야총양 신경총양 
집담회 집답희 

18:00 

화 

신환집담희 

외 래 

박찬일 

우 흥 it 

치료계획 

하성환 

외 래 
우흥균 
지의규 

쳐료계획 

김일한 

총양영상 집담회 

임상척으로 홈부암， 유방암 빛 바.뀔l암， 소아 및 중 

추신갱계암， 두경부 및 부인암， 소화기암으로 나누어 

전공의 1명。1 3개월씩 담당하여 각각의 질환의 진단치 

료과정융 습득하도록 하였다. 

신환충례토롱회， 치료계획토론회， 토요세미나 퉁의 과 

내 집탑회와 종양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및 소아신경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혜부병리과 및 진단방사선 

과 풍 타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씬내집담회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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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리: 필륨 선량계 및 최척화법율 이용한 

정량척 첩근 

2004.8 지도교수 박찬일 

• 석 사 
김규보 장udy of the relationship of CycJ∞'xyge따se 

(COX)-2 expression 뻐d rreaunent f;때ure in 

nasop뼈rynge외 cancer 

2004.2 지도교수 박찬일 

::r‘- 목 ë그i 

Planning Conference Topic Review 급요째미나 

외 래 외 래 외 래 
김일한 박찬일 하생환 

일 반 지의규 우흥균 

치료계획 치료계획 치료계획 

박찬일 하성환 김일환 

의국회의 

외 래 외 래 외 래 

김일한 박찬일 하생환 
우흥균 지의규 우흉균 

쳐료계획 쳐료쩨획 치료째획 

지의규 우홍균 지외규 

부인총양 
집답회 

왜총양 집합회 두정부총양 집담회 총양학 집답회 

방사선 방사선 

몰리 생률 
(1학기) (2학기) 

방사선총양학회 월혜집담회， 춘계학슐대회， 갱기학술대 

희 풍의 각총 학슐행사의 놓동척 참여훌 흉한 임상지 

견， 판단능력， 발표능력 풍융 배양하였다. 또한 해외학 

희 창판융 용한 식견율 넓히고 참관기에 대한 발표로 

자식 습득의 기회률 가졌다. 또한 전후반기에 각각 방 

사션훌리학 및 방사션생물학 세미나훌 흉한 방사선종양 

학의 기초 지견의 체계척 습득율 도모하였다. 



@ 국제학술지 부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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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I 논

 
논
 

1. 찌m DW, )o YH, 찌m jH, 쁘ι쉰흐， 암X쪼 CS, Lee 
æ , 칩m 1Y, H∞ DS, Bang η， 짜m l\'K. 
Neoadjuvant ct，φosidc ， κasfamídc， 와'Id dsplatin for 
the trcatment of olfactory neuroblasωma. Cancer 
2004; 101 (10):2257-2260. 

2. Yun HG, 건쁘효인， Lee ~샌， W으쉰으， Shin KC, 쁘 
g쁘.M여ification of transmission dose algorithm for 
띠eg띠arly shaped radlation ficld and lissue deficit. J 

번호 o 
lr 

Nuclcar Scicnce and Technol앵Y 2α)4;suppl 4:211-
214. 

3. Yun HG, 건브브효인， Lee HK, 쁘QQ...고으， Shin KC, 건!.. 
웰.M뼈flC300n of transmission dose algorithm fiα 

in vivo d∞imetry in igh energy radiation treatment. J 
Nuclcar Science and Technology 2004;suppl 4:124-

127. 

단긴 修톰Jl況 

@외래환자 

• 신환: 1470명 , 병명멸 상위 10대 질환자 수 
순위 명명 흰자수 비고 

유방암 316 명 
2 전이성몰총양 167 명 
3 꽤압 129 명 
4 두경부총양 128 명 

5 뇌종양 126 명 
6 전이생뇌종양 74 명 
7 대장 및 직장암 65 명 
8 간답도 59 명 
9 렵프총 53 명 

10 자궁경부암 52 명 

@ 입원환자수:28명 

• 강내치료 입웬환짜: 24 명 
• 병명별 상위 2대 질환자 수 

순우1 I 명 명 

지궁경i홈암 

2 I 천이생총양 

비고 

다핀 방사선 치료 통계(Stati앙ics of Radiation Treatment) 

@ 신환자쉬New Patients) 

증 양 (rumor) 환 자 수 (No. of Cases) 증 양 πt.mOr) 흰 지 수 (No. of 혀ses) 
Bram & spin외 cord 126 Uterinc cervix 52 
Pitultary 5 Uterine corpus 16 

Bram metastasis 74 Ovary & LUbes 0 

Eye & Orbit 2 Otber Gy 3 
Nasal cavity Ureter & 버a뼈er 2 

Nasophar까lX 17 찌dney 1 

Oropharynx 14 Prostate 12 

Oralca꺼W 29 Tes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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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검사의학교실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띠 훨훌를名훨 

초 任 톨k 홉 敎 훌 훌훌圭(!뼈.7.1’~뻐.7.14) 

{t •• (1JX에.7.1’~현셰) 

훌 훌 m*~ UIJl姬 .. 圭뺏 
I쩨 훨 를 朴톨~~ 후JUJi 

D;fj 률t ~ 5Ia밑* jtM. 
名톨敎授 金相仁

뼈찌廠11 짧-
쩌빼훌톨 윷홉子 

빼u뼈 졸1호횟 {tI1~ ~훌뼈훤 

I 攻 톨 四 ~ 次 Iít~f;t; 
三 年 次 朴*싸 후iI해 

二 年 次 훌，1. *f，혀 IIJ 1I~:Jr. 
- ~ 次 n함홉 

大 에I 院 生 1훌土修1 1I.~ 朴빼t죠 후 秀
jt~JR~JU꾀핍 .. 台熙

1t土=年 1Iî1l.tJf ;쑤훌那 
1t土-年 朱lQ~ 1it~#i tr南홈 

朴후~.t 
짜士二~ 朴후~.t 李iI뻐 

a士-íF ~톨t훌훌 *f，혀lbll훌允 
n햄li 

E긴 主훌活l1J훌I훌 

<D충혼 

2004년에는 총 15，669，954건의 검사용 시행하여 전년 

@인시사항 

직을 성영 

우교수 이동순 본원겹칙교수 발령 

대비 6.3%의 중가율율 보였다. 그 중 환자유천검A까 

46.6% 충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놓옹 중가융융 나 

타냈다. 

신규검사충북으로는 세포유전검사 F1SH 65총율 비롯 

하여 임상이생훌검사 3종， 세포연역검사 4총， 혈액온행 

검사 6총， 일반화학검사 3종， 분자유천검사 5총， 흑수화 

학검사 3총，단빽연역검사 1종，륙수혈액 4종，용급검사 

1총， 외후위탁검사 6총 둥 총 101총이 신셜되었다. 

신규장바로는 분자유전검사실의 Automatic Genetic 
Analyzer 외 19총의 장비가 도입， 설치되었다. 

9월23일얘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인중심사홉 받아서 

인충기간이 없J6년 9월30일까지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 

중율 받았다. 과내 QA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병 

원 QA갱진대회(11월30일)얘에 ”채혈교육율 용한 검체 

문제 해결 빛 바코드 부착방법 확립”이라는 주제로 용 

상융받았다. 

용급의료센터 중축 및 수솔장 확장 계획으로 2총 4 

파트에 있댄 분자유천검사실， 세포유천검사질이 이전하 

게 핑에 따라 전체적인 실방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률 

하게 되었다. 2003년 8월부터 계획융 세우고 2004년 6 

월부터 공사훌 시쐐여 12월에 완료하였다. 실방 및 

공간 재배치는 자동화구역， 특수검사구역， 사무구역으 

로 구분하고 업무 특성과 효옳성융 최대한 고려하여 전 

체척으로 개방된 면모툴 갖훈 용합구조로 일신하였다. 

인샤내용 일지 

2004. 2.11. 
죠교수 신 수 보라매병원 임상쿄수요훤 발령 2004. 4. 1. 
후교수 박성섭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실험부 충앙실험실장 벌령 2004. 6.19. 
교수 김의종 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발령 2004. 7.16. 
부교수 박성섭 소아진단검사의학과분과장 발령 2아>4. 7.20. 
부교수 이통순 검사의학교실 의무장 벌령 2004.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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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내 용 직 위 

교 수 김의총 국렵보건윈 생물태러대비 실헝실 네트워크 자폼위훤회 위원 
월병관리본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율리심의위원회 위원 

교 수 한규성 국무조정실 혈액안천관리개선기획단 공동단장 
서율대학교병원 기획조갱실 기획조갱실장 

부교수 이홍순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 연구부학장보 

rn 훨育現況 
CD 학사과정 

• 진단검사의학 4학년 실슐계획표 

월 화 「“-‘ S-「E ;:그1 

08:00- 검사실소개 Confererα Staff lecture 엄상미생톨 MαiaI 잉상화학 lut며외 

수석 션공의 김의총교수 김진규교수 

09:00- Qiemation 진단연역 임상화학 Mαi외 임상미생톨실슐 임상화학싱습 
Morial 

조한익，박명회，김진규 총갱현교수 
김의총，한규성，박성업 (분당) 김의총 김진규 
이동순，송갱한，용총현 박명회교수 죠현익，박명회，김진규 

10:00- PB Morp뼈l앵Y 진단면역 실슐 
김의종，한규성，박생성 
이풍순，총갱한，융종현 

이용순교수 
조한익，박영희，김진규 

박영희 한규성，박성성，이동순 
11:00- PBS 실슐 잉상화학 실습 송정한，용총현，박경운 혈액용행 실습 

죠한익，박명회，김진규 한규성 
조한익，박명회，김진규 김의종，한규성，박생성 조한익，박명회，김진규 
김의총，한규성，박성성 이동순，송갱한，용종현 김의종，한규섭，박성성 
이동순，총갱한，윤종현 이용순，송갱한，용종현 

12:00 

13:00- 분자진단검사 rurorial 진단연역 실습 송갱한 진단혈액 slide review 임상미생톨 실습 
김의총 

박생생교수 (분당) 조한익，박명회，김진균 
박명회 용총현교수 김의총，한규성 ，박생성 

초한익，김진규，낌의종 (보라oJ} 이·흉순，송갱한，용총현 

14:00- 훈자진단검사실습 
한규성，박성성，이동순 

협액용뺑 실습 혈액온행 lUtorial 
박생성 

총청한，융종현，박정운 

초한익，박영희，김진규 총정한 한규성 교수 

김의총，한규성，이동순 (분당) 

총갱한，용총현，박청용 

15:00- 초빙교수그훌토의 진단혈핵확실습 초명교수그를토의 
오벅차 용총현 김재석 

16:00- BM 써야d앵Y 초빙교수그률토의 
(보라01) 

초빙교수그톨토의 

조한익교수 김혐수 천사영 

17:00-L품짧동실실습 골수판톡실 실슐 꿀수판독실 실슐 

• 초뱅교원 : 김재석(한립의대 강똥성심병원>， 김현수(분당쩨생뱅원>， 오덕재대한척싱자사 풍부혈액원>， 

장융환〈원자력병앤>， 전사일(융산의대 아산병원) 

얼 지 

2002. 5.-현재 
2004. 6.-현재 
때4.8.-현재 
2004. 4.-2α>4. 9 
2002. 6. -2004. 6. 
2002. 5. -2004. 7. 

토 

잉상병리학 

시챙각실습 

초한익，박명회，김진규 
김의총，한규성，박성성 
이풍순，송갱한，용종현 

협액은행 실습 
한규성 

죠한익，박영회，김진규 
김의총，한규성 ，박성성 
이풍숭，총갱한，용종현 

임상미생율 실슐 
김의총 

초한익i박영희，김진규 
김외총，한규성，박성성 
이·흉순，송정한，융종현 

초뱅교수그훌토의 
장윤환 

실습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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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행사표 
요일 시간 장 소 연 자 여‘-
화 8:00 a ,m, 의국 천공의 션웬 Book Review (쿄과세 

8:00 a.m. 의국 교수천원 StafT Lecture (격주) 

수 
B강당 과직원 전웬 수요세미나 (격주) 

11 :20 a,m. 몰수판흑실 초한익교수 Diagnostic Hematol앵y Conference 

8:00 a, m 의국 B∞k Re찌ew(교파서) 
목 천공의 천원 

1:00 pm 검사실 Practical 납sue 

8:00 a,m, Cρnference 

:디1 의국 천공의 천원 
Check sample conference (매월 마지막 주) 

12:00 p.m, 

~ 2004년도 천공의 배치현황 

3월 4월 5월 6월 7월 

박생육 (Rl) 혈액 혈액 혈액 혈에 은행 

박철민 (Rl) 훈당 용뺑 분당 화학 혈액 

오융교 (Rl) 온행 훈당 화학 환당 화학 

강생호 (R2) 세유 앙샌터 온앵 연역 훈당 

송상훈 (R2) 암센터 화학 째유 암센터 연역 

갱혜윤 (R2) 화학 세유 암센터 은행 앙센터 

박형두 (R3) 세부천풍 

이총융 (R3) 미생물 미생률 미생률 세부천공 

성훈우 (R4) 의국수석 새부전공 

, 진단혈액 
l년차 골수판독실 담당 전공의와 말초혈액도알 판독 

담당 전공의는 명일 오후 4시얘 본웬몰수판독실에서 조 

한익 교수와 팔수판독 및 말초혈액도발， 체액세포검사， 

Tzanck smear 풍의 판독옳 하며 의견융 교환한다. 얘 

일 오션 9시 30훈에는 내파， 소아과의 혈액 담당 교수 

와 순환천공의， 션임의가 꿀수판독실에 와서 중혜률 검 

토하고 의견율 교환한다. 금요일 오후 5시애는 의대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과 conference에 슐라이드 

사진융 제작하여 중례보고훌 하고 검사에 관한 자문융 

받는다. 소아몰수 담당 천공의는 소아과의 problem 

case나 PGR에 슬라이드훌 제작해 중례보고훌 하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 11시 20훈에는 조한익 교수와 이동 

순 부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한 주간의 운채중례나 교육 

집답희 운째풀이 (매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분당 분당 

협액 혈액 혈액 용행 화학 용뺑 혈액 

암센터 암센터 

화학 분자 분당 혈청 은앵 혈액 화학 

용뺑 화학 화학 분당 혈액 협챙 훈자 

연역 혈챙 용맹 혈액 환자 분당 용앵 

의국수석 화학 용당 

용앵 검사갱보 화학 분당 의국수석 

검사갱보 및 운영 

적인 충례률 전공의가 모두 모여 검토하며 의견융 교환 

하여 효파적인 수련에 도용융 발는다. 매주 목요일 2시 

에 회의실에서 진단협액분야의 담당 교수와 천공의 그 

리고 병리사가 모여 한 주간 항생한 문제정융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융 교환한다. 

2-3년차 전공의는 몰수판독실 이외의 진단혈액 순 

환근무훌 흉해 일반혈액검사， 특수혈액검사， 혈액용고 

검샤의 이흔적 배정율 이해하고 각 분석법의 원리와 차 

이정융 실제로 각 검사실에서 습득하며 platelet aggre

ga디。n lest, osmotic fragility test, aUlohernolysis test 

풍의 검시는 판독 보고서훌 작생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이동순 부교수와의 연당율 룡혜 수련내용융 정검 

하고 문제정율 혜결하며 혹갱 연구률 위한 실험에도 능 

동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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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급 성 명 출강대학 비 고 

교 수 조한익 쩨주의대 2004. 1학기 

교 수 김진규 쩨주의대 뼈4. 1학기 

부교수 이용순 재주의대 2004. 1학기 
조교수 송정한 채주의대 2004. 1학기 

조교수 율총현 쩨주의대 2004. 1학기 

E낌 맑究活lfJ훌11 

@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효 &::1 
"tr 

。, 
ι
 

논
 

[ 김재석， 김한성 ， 총현근， 조현찬， 이규만， 좌보효.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셔 수집된 Staphylococcus aureus의 항 
it쩨 감수성 양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24(4): 
223-9 

2. 박형두，김양현， 박용준，한규섭，발멸효. 협소판블용충 
환자의 때A척합혈소판 수혈효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지 2004; 24(6):426-31 
3. 성문우， 김지연， 고현수， 황청민， 발쏘쇠. Leber써 유전 
생 시신경병중에서 사럽채 DNA 양파 MπID4 발현양 

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24(6):439-45 
4. 박경운， 활쿄설. 수슐전 자가혈액예치시 안전하고 효율 
적인 채혈량융 위한 연구. 대한수혈학회지 2004;15(1): 
용14 

5. 이상은， 김쟁， 융미숙， 송온영， 화효설. 항-Mia 항체로 
인한 신생아용협성질환 1예. 대한수혈학회지 2004; 
15(2):231-5 

6. 좌일효，김명숙，김용철，김신무，김재석，용흉옹，이남 

번호 논 

용， 이도현， 이미애， 이위교， 이장호， 장인호， 죠지현， 

추세익. 엄상미생률검사 신빙도조사 결과보고(2003). 

임상검사와 갱도판리 2004;26(1):11-28 
7. 박앵두， 박경운， 송정한， 좌짚jJ:. 당뇨폰 협당 혹갱기 

평가. 임상검사와 갱도판리 2004;26(2):221-7 
8. 진선정，허째한，전얘란，장효온，이혜송，앞컬죠，송정 

한. 타액과 위조직애서 충합효소연쇄반용율 이용한 
HeJicobacter pyJa에 및 BabA (blαxi-group amigen 
binding a빼e뼈)의 검훌. 임상검사와 청도관리 2004; 
26(2):243-8 

9. 팍딱JQ. Laboratory QuaUty Assurance in Korea. J 
Úlboratory Medidne and QuaUty Assurance 2004; 
26(3):555-7 

10. 이종용， 이찌규， 갱용희， 조흥회， 좌보좋. 훌혈성 생사 
충융 보인 astrovirus 감염중의 신생아실 집단발생. 대 

한입상미쟁률학회지 2004;7(1):55-8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문 

1. 고응하， 김선주， 김의총.A군 연쇄구균 균혈중의 임상 
척 륙정과 emm 유천자 채한효소때턴 및 Pulsed-f ield 
Gel Electrophoresis.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24(2): 
11~25 

2. 김영철，김재석，박지영，강생하，조현찬，방지환，김의 
종. 피부궤양과 연도주변놓양애서 폼리된 An;anφa

αeπum 띠lemoJκicum 5예.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4; 
24(6):392-5 

3. 민원기， 김경용， 김영기， 김정호， 김진규. 엄상화학검사 
신빙도 조사보고 (2003). 임상검사와 정도관리 뼈4; 

번호 논
 

。T 
i 

26(1):1-10 
4. 박총우，권째철，박연보，박찬갱，박효순，송경순，양동 
욱，이도훈，이용수，갱화순，조한익，조현찬，지현숙，최 
총태 ， 한갱자. 혈액학검사 신명도죠사 절과보고 (2003). 

암상검사와 정도관리 2004;26(1):~5 

5. 차영주， 권소영， 금동길， 김성왼， 김신규， 김재홈， 김현 
숙，박영회，박성훈，박애자，솜한철，양주석，이계숙，채 

석래. 연역혈청검사 신빙도죠사 절과보고 (2003). 입상 

정사와 청도관리 2004;26(1):47-Ð9 
6. 김정동， 구선회， 김의종， 김갱만， 김갱호， 김진규，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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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r - 논 논

 
metabolítes. Clin Ch앙n 2004iSO(11):2176-9 lmpact 
Faαor-5.538 

7. park KU, Song J, 짝민」요. Hap~앵lobin ge뼈ypic 

φ앙ibutiα1 (indu이ng Hφ allele) and assocíated 
serum 띠pt앵lobin ∞ncenttalÏOns in Koreans. J Clin 
Pathol 2004i57(10):1094-5 lmpact Facto .... 2.549 

8. Song EY, Kwon SW, Kim DS, Kim DW, Kim DW, 
Kim HO, Park CW, Suh JS, Ryang DW, Lee JN, 냥e 

JW. Um YA. um α， J∞n DS, Han 머. Han 11-1, 
건얻효~. C‘ment status of therapeutic p1asma ex-

번호 
a Z 

change in Korea. 깨er Apher Dial 2004i8(2):97-101 
9. Lee DY, Cho Hl, Kang YH, Yun SS, Park SY, Lee YS, 

Kim Y. 논ε요~. The role of f1uore앓nce in situ 
hybridiz:ation (F1SH) for mo띠toring hematol앵ic 

malìgnanåes with BCRlABL or ETO/AMLl rearra
ngement: a comparalive study with FlSH and G

banding on 919 consecutive spedmens of hematol앵ic 

malíancies. Cancer Genet Cyt앵en 2004;152(1):1-7 
Impact Facto .... l.8 

@ 국제학솔지 부연구논문 

번호 
E
”- 운 논

 
1. Yu J, Sh띠 CH. Yang SW, Park MH. Eisenbarth GS. 

Analysis of children with type 1 diabetcs in Korea: 
high prevalence of speci꺼c anti-islet autoontitx성ies， 

띠1munogenetic sir미Jaritics ~ Westem JXψulations 

with "unique" 뼈plotypes. and lack of 이X미피nation 

by aspa띠c acid at position 57 of DQB. Clin 1m

munol 2004;113(3):318-25 lmpact Faαor-4.7없 
2. Jung TS, Chung SI, Kim MA, κm S], Park MH, Kim 

DR, Kang MY, Hahm ]R. A Kαean 뼈tient with 
fulnunant autoantibody-nega디ve type 1 이abetes. Di

abetes Care 2004i27(12):3023-4 Impact Facto .... 5.477 
3. Kim BJ, Hong SK, Lee 암i， Yun η， Kim EC, Park 

YG, Bai GH. K∞k YH. Diπ강ential id윈ltÛlcalion of 
Mκobacrerium (U뼈r:uJosis ∞mplex and nontu야r

cuJous my.∞bactαia by duplex PCR assay us띠g the 

RNAp이ymerase gene (rpoB). J oin Microbiol 2004; 
42(3):1308-12 Impact Faα0 .... 3.565 

4. Oh HS, Klm EC, oh MD, Choe KW. Outbreak of 
van∞mycm-res파ant enterococcus in a hematology/ 
m∞logy unit in a Korean Univeπity Hospital. and 

risk factors related to patients, staff, hospital ∞re and 
faαlilies. Scand J Infect Dis. 2004;36(11-12):790-4 
lmpaα Facto .... 1,023 

5. Kang CI, Kim SH, Park WB. Lee KD. Kim HB, Kim 
EC, 아1 MD. αoe KW. Blo<외stream infections due 
m 앉tended-speruum beta-laetamase-prO<lu잉ng Esch
erichia coli and Klebsiella pneumoniae: risk faαors 

for mortality and treatment outcαne ， with s야αal 

emp뼈sis on a.ntin뼈obial therapy. Antimícrob Agents 
CheOlOÙler 2004i48(12):457+81 Impact Factor-4.215 

6. 없ng 0. Kim SH, Kim DM. Park WB, Lee KD. Kim 

HB.Oh MD. Kim EC. Choe KW. Risk factors for and 

번호 논
 

cü띠cal out.α>mCS of blo<잉stream infections caused 
by extended-spectrum beta-Iactamase-produdng Kle.ι 

sieUa pneumonJae. Infeα Control H∞P Epi야mi이 

2004;25(10):8(싸7 lmpact Facto .... 2.308 

7. Kang α. Pa i H. κm SH. Kim HB, Kim EC. oh MD, 
αloe KW. Cefeplme and the inoculum effect in t，엉ts 

with Klebsie1Ja pneumoniae prO<ludng plasmid
mediated AmpC-type beta-따때lllSC. J 뻐timi。φ 

αlernoÙ1er 2004;S4(6):1130-3 Impaα Factor-3.329 
8. Kang CI, Kim SH. Park WB, Lee KD. Kim HB. oh 

MD, Kim EC. Lee HS, Choe KW. CIi띠cal outcome 
of bacteremic spontan∞us bacterial petitonit잉 due 
to 밍aended-spear피n beta-Ia따때용α여α:ing Escheri

cbia coJi and Klebsie1la pne띠nollÍ3e. Korean J Inlem 
Med 2004;19(3):160-4 Impact Factor-O.2 

9. Kang CI. Kim SH. Park WB, Lee KD. Kim HB, oh 
MD. Kim EC. Choe KW. BIαx!stream infections 
caωed by Encerobaαer species: predictors of 30경ay 
mort따ity rale and 띠lpact of br∞d-spectrum 

cephalosp。꺼n resÎStance on outcome. oin Infect 

Dis. 2004i39(6):812용 lmpact Factoπ4.75 
10. Pai H. Kang CI. Byeon 꺼， 냐e KD. Park WB. Kim 

HB, Kirn EC, oh MD, Choe KW. Epi뼈niol앵yand 

cli띠cal features of bl<x성stream infections caused by 
AmpC-type-뼈a-Iaαamase-prO<ludng Klel힐버la pneu
moniae. Anψnicrob Agents αlemαher 2004;48(10): 
372.ι8 lmpact Factor-4.215 

11. Kim 뼈. Lee B, Jang HC, Kim SH, Kang a. Choi 
YJ. Park SW, Kim BS. 찌m EC. oh MD, choe KW. 
A high frequency of rna。이de-Hncosamide-strepto

g검min resistance delerminants in Scaphyl，α:'OCCI.IS 

aureus isolated in South Korea. Microb Drug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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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서적명 저 자 훌판사 비 고 

좋온 병원 만들기 김진규 한국의학원 벌뺑 2004. 5. 1. 
노인의 건강과 임상검사 검진규외 서율대학교출판후 발행 2004. 9. 1. 
임상미생물검사 김의총 외 23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α>4. 12. 9. 
표준지침서-배양면 

짧
 

-} 빼
 -딴 

국
 -

@ 
-

학회명 째목 일자 비고 

막으객， Suh DH, I 4Ùl R，뼈 Cross Sym없ium on I 까le progress and changes in I 뼈4. 11.14. - 19. I 구 연 

Oh Dj I BlαXI Prog띠ms ín Ùle Asían I the lasl three years 
Re밍m 

드쁘J:!!， Suh DH, I 4Ùl a떠 α∞s Sym없ium on I The íntr여uction of NAT ín I 2004.11.14. - 19. I 구 연 
Oh 이 I Blood programs ín the Asían I Korea 

R앵α1 

Lee DS, Kang SH, I Inte때빼1 Socíely of La뼈tory I Comparison of incldences 0( I 2004. 5.11. - 17. I 포스터 
Klm YR, Han KS, I Hcmatology I submicroscopic delerions ín ch-
Kim EC, Park KU, I I rarosornal uansloca없i 때'KlOg 

Klm HC, 막으펴 I I hemat이얘ic malignancles 
Roh EY, 웰L쁘， 13αh An뼈 Mee뺑， American 1 없ocíation of T.뻐1 and T뻐2 1 2004.10.2. - 6. 1 구 연 
Yoon JA, κm MY, I Socíety for 비stocom뼈삐삐 뼈 | 양ne poIymorphisms wiÙl tuber- I San AnlOnio, USA 
Kwon SY, Yim JJ, Ilmmun얘:ene따 

Han SK, Shim YS 
월쁘퍼건， 뻐1 EY, I 30th Annual Meeting, American 
Park H, Klm SJ, I Socíety for Histocompatibility and 
Jeong DU I Immunogenetics 
짝띤JQ I 까'Ie 씨h Cherryblossom Sympo-

sium for Laboratory Automation 
빡뜨 | 얘ùl Inlerscience Conference 00 

Antimia야ial AgenLS and Che
mαherapy 

culosis in Koreans 

Assocíation 0( 1NF-alpha gene 
promoler polymorphism wiÙl 

nal뼈뺑y-ca때exy ín Koreans 
ATI.AS (A taylor-made labora
tory AutOOl3tion Syst<.'ITl ín Kcrea) 

CharaCleriz.ation 0( commUJ피ty

acq삐ed MRSA assocIated wiÙl 

staphylococcal scaJded skín syn
ψome 

2뼈.10.2. - 6. I 포스터 
San Anlonio, USA 

2004. 4.22. - 23. 1 혹 강 
일본풍경 

때4.10.30. - 11. 2 I 포스터 
미국휘싱턴 

Han KS 24Ùl Congress of Japan S∞ety I Current slatus of apheresis in I 2004. 11. 19. 
for Apheresis I Korea I Chib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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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其他훌I훌 

진단검사의학 검사룡계(Sta따tics of Laboratory M혀icine seπices) (2004년도) 

겁사구분 본월 소아 째 
T est Section Maln Hosp. αlildren's H∞P. TotaI 

일반혈액검사 RαJtine Hematology 2，889，1아~ 401 ,057 3,290,153 
혈액용고검사 αl3guJation 259,748 22,232 281，쨌 

꿀수검사 Bone Marrow 3,293 824 4,117 
륙수혈액검사 Special Hematol앵Y 12,198 976 13,174 
체액검사 &화y Fluid Ana lysis 1β:34 820 2,654 
세포유전검사 Chromosαne Analysis 3,723 3,723 
일반화학검사 Routine Chemis따 5,504,420 457,793 5,962,213 
특수화학검사 S야dal Chemistry 84,278 84,278 
미생툴검사 Mía어:>iol앵Y 낀4，972 42,517 317,489 
분자유션검사 Molecular BJology 17,203 17,203 
혈청검사 Serol앵y 330,325 330,325 
세포연역검사 Cellular lmmunol앵Y 17,202 17,202 
일반정겁검사 Routine Mícroscopy 728,553 227，째4 956,037 
기생충검사 Parasitology 73,466 73，뼈6 

협액용앵검사 BIαXI Ba마< Tcst 170,874 23,613 194,487 
혈액출고 Blood Supply 102,875 16,796 119,671 
용급검사 Stat TCSl 2,639,174 416,873 3,056,047 
외래검사 Outpatient Labα'3tory 945,735 945,735 

계 Total 14,058,969 1β10 ，985 15,669,954 

위탁검사 Referred Test 69,340 69,340 



직당 성 명 학 회 명 

부교수 방폼석 대 한 재 활 의 학 회 
대 한 소 아 재 활 연 구 회 

대 한 이 환 척 추 학 회 

대 한 장 얘 인 스 키 협 회 
부교수 갱선곤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한 국 다S 학 회 
대 한 활 의 학 회 
대 한 활 의 학 회 
대 한 재 활 의 학 회 
대 한 임 상 용 충 의 학 회 
대 한 채 활 의 학 회 

조교수 백남총 대 한 노 인 병 학 회 
대한근천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근천도천기진단의학회 
대 한 채 훌t 의 학 회 

대 한 재 활 의 학 회 
대 한 채 활 의 학 회 

rn 훨育現況 
m 학사과정 

• 주요 교육 현황 :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실얘서 주 

관하는 의학과 4학년 캉의 및 실습을 주판하였다. 

의학과 4학년의 강의는 총 10시간에 걸쳐 시행되 

었으며 1주간의 실습교육온 4학년 전학생을 대상 

으로 재활의학과 환자의 명가 및 치료， 근전도，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퉁융 익히게 하였으며 본과 

에서 제작한 교육용 비디오톨 사용하여 보다 실질 

, 주간실습표 : 재활의학과실슐 
<< 찌.희 'tllt 어 .>> 

• ‘ ‘· 
eXl Sφ톨꺼져 e~꺼찌 9:00톨찌"1 

OIienla1lon ( 431!1l rtl도실@ 
pt징섭근. (9 (‘108근씬도엉1 (9 

9:Xl 뇌를흥 믿XI .. ~CO g씩흩예 (43181 노인제.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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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일 자 

홍보위원회위원 2αlO.l1-현재 

운 영 위 원 2002. 5-혐채 
감 사 2001. 1-현채 

사 2002. }-현채 
총 !f- 2003. 5-2004. 5 

총 -Ir3 2002.12-2004.11 
연 집 위 훤 회 위 핸 2002.12-2004.11 
용 어 위 원 회 위 원 2002.12-현재 

국재교류위헨회위웬 2002.12-현채 
이 사 2002.12-현재 
수련교육위훤회위원 2004.11-혐재 

연구위원회위원 2004. 1-2004.12 

현 집 위 웬 희 위 원 2004. 1-2004.12 
학슐위원희위원 2004. 1-2004.12 
의료및보험위원회위원 2004. 1-2004.11 
제도연구위원회위훤 2004. 1-2004.11 
학술위원회위현 2004. 1-2004.11 

적인 교육이 되도륙 하였고，21-총 교육행사에 참 

여시켜 재활의학 전반애 대한 지식 전달의 과갱융 

갖게 하였다. 이훌 흉하여 학생플로 하여금 1차 

진료의(P따따ry Physician)로서 펼요한 기본척인 

지식 및 재활의학과 환자들 륙유의 문채들율 이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융 습득하도록 하였다. 

• 금 

eXl를꺼XI 6t 월상 .. 톨실 e9>톨끼피 
톨딩잉g 

그 ... 씩 그톨I외 
를il 6t tl~ .. ~엉 ’R 징싱근 .1(9“31$ 

l’를4 ‘431찌 
R잉톨예 .... 를a_ 성1님(억 .... 후1.29 톨당밑잉어. pt징선근￡ 

I(J:I) A.B.C o,e F.G !!8I공갇.리닝 ~상뇌톨훌잉찌획 "' . (431빼 밍싱기ttllAI엉.(어!여씨를실) B.C,G.E -'.0 
’의 억a 근전도 (를얻외ZS) 의를g싱g님(역에과후).(9 훌훌쳐효잉， 61얻씨l힐 ‘ i 

근건도 

11:Xl 
R 잉톨식 R징성근 PI，앙'Ul B,E,F,G 

It생 E’“。Conla，.nce α‘d‘10. 외찌I 
꺼칭싱를 Pt lt톨여 

(431빼 를it 6t tl~ .. ~잉 
Ptt!Qa.2B pt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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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주요 수련 현황 
내 용 

1. RehabUllation Conference 
1) Therapeutic M여aliry Semi따r 

2) EMG S안m따r 

3) αmosis & pr∞thesis Seminar 
4) Anatomy Senúnar 

2. Rehabilitalion Grand Round 
3. Joumal Club 
4. EMG Conference 
5. X-ray Conference 
6. Gait ∞nference 

시E바 

주 l희 1시간 

8주간 

15주간 
9주간 

5주간 
주 l회 1시간 

주 1회 1시간 

주 l회 1시간 
주 1희 1시간 

매달 1회 1시간 

주 1회 각 %환씩 

주 3회 각%훈씩 
주 4회 각 %폼씩 

7. Consult Round & Chart Round 
8. InpatieOl E얘luation 

9. Inpatienl PT αr앙 

@외부대학 훌강현횡 

대학영 과옥명 학기 흉시간수 참여교수 

강원대 의대 재활의학 1 15 방용석，빽남총， 갱선근 
동아대 의대 재활의학 l 4 한태률， 방문석 

이화의대 재활의학 2 방푼석 

뎌〕 흙究홉l1J훌피톨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c> 
tr 씬효 논

 

a 

-
ι
 1. 한태흩， 융경채， 청세희. 뇌졸충 연마비 환자의 건혹 건 

측 손기능의 시간척 변화. 대한재활의회지 2004; 28(1): 

13-19 
2. 한태롤， 최중정， 김대열， 오병모. 최근 10년간 하지 절 
단의 훨인 및 부위의 변화 양상. 대한재활의학회지 

2004;28(1):98-103 
3. 오병모， 김갱환， 김일수， 이시욱， 백남종， 이건채. 근막홈 

충후군 환자의 동흉 감소애 미치는 thiocol<패α>side의 

효과에 대한 대조군 이충 맹검법 연구. 최신의학회지 

2004;47(1이:46-5 

@ 국내확슐지 부연구 논문 

번호 논 c 
tr 번호 논

 
c 
tr 

1. 엄팡용， 김석주， 한댁흩. 관절계 역학척 톡생의 갱량척 
평가방법. 한국갱밑공학회지 2004;21 (11):209-218 

2. 이정무， 장요한， 김연회， 문송국，박주현，박시용，유회 

정， 이삼규， 천민효， 한태륜. 한끌판 미국 국립 보건현 
뇌졸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대한 재활의학회지 

2α>4;갱(5):422-435 

3. 이총진， 갱훈기， 이동수， 홈준법， 한태용， 이명철. 반신마 

벼생 반사생교감신경 이영양충후군 환자의 콜스캔상 견 
광철 섭취. 대한핵의학회지 2004;38(4):2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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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며'" 학회명 제 묵 일자 비고 

백남종 AAP Functìonal ìmprovement and cortical reorganiza다on în- 2α>4.2.24-29 포스터 
방문석 du∞d by eleα끼cal stimulation of the neck muscles în 발표 
한태륜 pa디ents with dyspha멍a 

백납총 PCEFRR Differenl kinematic movements of pharyn용31 Struαures 2004.6.1웃17 7i맏~ 

한태흉 during swallowîng în patients wiÙl dyspha밍3 from 발표 

V앙ious etiologies 
한태륜 ISPO 2004 Comparison ci ICEROSS and ConventionaJ BK Ampu- 2004.8.2경 포스터 

갱선근 taUOn 발표 
갱선근 ISPO 2004 Gait deviations in sound limbs of transfemoral am- 2004.8.2-6 구맏논문 

pulees in response to a1leratiα15 ci sagi따Isc성g 잉19n- 벌표 
ment 

@ 연구버 수혜현횡 

연구자 연구재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한태륜 뇌질환 합생륨 및 채활판련 엄상 연구 2α>4.6.1- 중점과제연구희사업 서율대학교병원 

2005.6.30 
방문석 척수 손상 마우스에서 기놓척 전기 자극 쳐료와 째충 2004.7.1- 일반연구과제 서율대학교병연 

지지 트혜드밀 보행 시융헤이션이 근육 아포프토시스 2005.6.30 
에 미치는 영향 

갱선근 갱상인과 병척상태에서 생체내 하퇴상두근의 세 근육 2α>4.7.1- 신진연구과제 서융대학교병윈 

갈래의 히·중용산 혹생 2006.6.30 
백냥총 경두개 자기 자극융 이용한 뇌졸중후 대뇌피질 흥분 2003.6.1- 신임교수 연구갱착금 셔융대학교 

도의 변화에 관한 총척 판창 연구 2004.5.31 연구 

액남종 작업관련생 근골격껴! 질환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20여.10.1- 노동부한국산업공단 정부기관 

2004.9.30 산업안전보건연구 

백냥총 뇌졸중 흰쥐 모댈애서 싹지온 연관자극의 치료척 2004.7. 1- 일반연구과제 서율대학교병훤 

쩍용 2005.6.30 

며 혈홈現況 

m 본원 외래환자수: 8，862명 @ 소아 외래환자수: 3，303명 

(초진 2，368명 / 재진 6，494명) (초진 648명 / 채진 1 ，941명) 

순위 병 명 환자수 

진단척갱밀검사 945 @ 입원 환자수: 248명 

2 유확성관철냥염 427 순위 병 명 환자수 

3 견부룡충 352 
4 현마비 347 
5 요용 318 

1 연Ot비 105 
2 연하곤란 13 
3 하지마비 13 
4 사지마비 8 
5 정직생 양혹마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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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핵의학교설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 敎훌톨홉뭘 
科 톨 敎 授 .ft훌 

敎 홉 ￥IVJ함 

• a 톨 I’ 률t~ 후J1[洙 ~~Øl •• 民
IJJ It 훌 i훌 쳤 李元Ff.i
를월$흩 g톨元예l 
m_훨뺏 뼈太빼 

휩찌빼휠11 金i훌홉 i훌F특承 林?톰ø.t 

챔빼助휠뺏 훨 g톨 뿔홉~ 

빼I빼뼈 千훌正 

• 攻 톨四후次 ￥ .. 永
三 年 次 후뚱珍 

= 年 次 魚쩔홈 朴恩.

-~ 次 &범산 랬훌t훗 

大 훌 院 生 빠土二~ ~~훌훌 

빠土-年 훌元홈 총월永 朴，탱‘톨 

a土=年 후宗Jt 
il土-~ 魚격g홈 랬星俊 

技 土 톨 保흩技jE 톰圭珍 

홉 R묶 技 土 保흩흩없.iE 金’{~
保 흩 士 흩京릎 홈엌홈뼈 ￥~적용 

l\tt fJl!: m훌京 金예I훌 
f훌훌I土빼 ~jtltJ •• lt ~~永

톰m~ lUl~ 尹•• 
文-~쉽 t*.'빡흩l i훌圭 B 
企윷辰 金太흘 후þijJt 

않 흩 • n ••• 홈훗 
훌 훌 圖 企Æ玉
훌 훌 ~훗洙 

主 * 깨! 崔JH훌 
훌톨ttta .. ’훗珠 南恩珠 申恩훗 

훨{용貞 안미숙 

띠 主훌活l1J훌項 

진료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4.5% 중가하였으며 특 

히 양전자단충촬영(p틴? 검사는 17.3% 중가하였다. 

PET센터의 사이률로트룡애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F-18 FDG)훌 판매하여 수입율 중대시키고 있다. 로요 

일얘도 전일근무채흩 실시하여 명얼과 같이 청상척으로 

검사결과톨 홉 수 있게 하였고 척체되어 멀리는 bone 
scan율 쳐려하기 위해서 일부분 시간외 근무융 시행하 

여 처리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화되어 장비부촉으로 

처 리가 어려워 신규 강마카메라훌 도입 추진 충이다. 

PET센터 신규 장비인 fusion PET (PET/다1 이용을 극 

대화하여 인체의 기능척 변화툴 본자척 수준에서 판단 

하여 각종질환의 진단， 평가， 치료 및 추척에 충요한 역 

할융 담당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2004년 미국 핵의학회에 모두 32휩 

의 논문융 발표하여 째째얘셔 단일 기관으로 2번째로 

많용 연제훌 벌표하는 퉁 활목할 만한 방전율 이루었 

고， 세계척으로도 인청받아 lAEA 뼈의학 ∞Habαation 

cellter로 지정 받는 쾌거훌 달성하여 전 세계의 핵의학 

교육에 중요한 역할율 담당하며 외국의 핵의학자들의 

교육 및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앵휠 것으로 기대된다. 

빙운자성명 국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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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대학에서 방사선과 136명파 임상병리과 

학생 47명율 1주간썩 영상검사와 검체 검사얘 대한 실 

습교육융 실시하였다. 방사약학연구원 1명， 석박사 학 

위과갱 핵과학 연구핀 16명이 연구개발 업무에 매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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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몫f 월 화 T J ‘- 목 :C:jl 토 

11:30 판독 판육 판욕 판독 싼독 딴독 

영상협외셰모임 
12:00 (회의실) 

1:00 학생 실습표육 
내확학생 

학생실습교육 
의헤 이용수 

(회의생 
실습교육 

(회의실) 2:00 (Pff센터) 

판톡 

3:00 판특 판혹 훌톡 소:0.션장정당획 환특 

(소o}방시선과) 

4:00 
1. 홈양=PET생당회 

5:00 (회의실:격주) 
간철정당희(회의실) 

핵의학기술학모임 

(회익실) 
직연회의(획의싱) 

5:30 
예달 1일 

6:00 

@전공의 수련 

핵의학과 전공의 교육이 4년차까지 수행되었다. 1, 2 

년차가 핵의학임상얘서 6개월율 방사선과와 내과에 3 

개월씩 파견 수련 받았다.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년차 내과 핵의학과 방사션과 뼈의학과 
2 년차 에의학과 방사션과 핵의학과 내파 

3 년차 핵의학과 핵의학파 연구 핵의학과 

4 년차 빽의학과 핵의학과 핵의학과 

E김 맑究現況 학기슐처， 혹갱기초연구， 원자력 중장기연구， 원자력기 

초연구， KIST, 학숨진흥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용역， 정보룡신부풍의 연구과쩨톨 수행하였고 연구 결 

과 30면의 국셰학술지 논푼파 18연의 국내 학술지 논 

문융벌표하였다. 

수요미니심포지용 27회와 률리.화학.총양.생물학.인 

지과학둥 기초-임상 연구 모임율 비롯 7종류의 과내 및 

타과와의 집담회훌 열었다. 보건복지부， 암연구센터， 과 

<D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므

 ι 
번호 논 '" lr 

1. 황청훈， 얘수， 이병얼， 이재생， 이효영， 갱훈기， 이명 | 뼈의학회지 2004 38(1):21-29 
철: 홉연자얘셔 판상똥맥 내피세포 의존생 심근 혈휴 12. 강혜진， 이효영， 이찌생， 강옹주， 이상건， 장기현， 이용수: 
예비놓: H2(15)O PET 찬왈자극 검사에 의한 명가. 대 | 화소기반 형태분석 방법융 이용한 내혹흑두업 간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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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

tr 
a r 

MC.: Differentiation of mediaslinal FDG uptake ob
served in patients with non-th。 ‘lcíc tumours. Eur J 
I"ucl Med MoI lmaging. 2004 Feb;31(2):202-7. 

6. Eunj∞ Kang, Dong S∞ Lee, Hyejin Kang, Jae Sung 
냐e， Seung Ha Oh, Myung Chul Lee , Chong Sun 
Kim.: r‘eural c1langes associated with sppech lealTÙr앵 
m deaf children following α>chlear 피，plantation. 

Neurolmage. 2004 J비;22(3):117웃81. 

7. Jeong JM, Hong 뻐<， Lee J, son M, 50 Y, Lee DS, 
Chung JK, Lee MC.: 9')n‘fc-neolaa∞YIa~혀 human 
serum albumin f，α 띠"l3ging the hepatic 3Sîaloglyco
protein receptor. Bioconjug Chem. 2004 Jul-Aug; 
15(4):850-5. 

8. Eu미∞ Kang, Dong S∞ Lee, Hyejin Kang, Jae Sung 
Lee, Sellng Ha 이" Myung Chlll Lee, Chong Sun 
Klm.: Age-associated c뼈n양!s 0( cerebral gl따∞e 

metabolic activity in both maJe and female deaf 
children: parame띠c analysis using objeaive volume 
of IOterest and voxel-based mapping. I"eurolmage. 
2004 Aug;22(4):1S43-53. 

9. Kang JH, Chung JK, 냐e YJ, Shin JH, Jeong JM, Lee 
DS, Lee MC.: Establishmem of a human hepato
C리lular caronoma cell 파1e hi앙liy expressing 
S여ium/ i여ide symporter for radionudide gene 
therapy. J Nucl Med. 2004 Sep;45(9):1571-6. 

10. 낭c JS, Lee DS, Park KS, Chung JK, 냐e MC.: 
Changes in ü,e hewrogeneity 0( cerebral gI야ose 
metabolism with healthy aging: qllantitatlve assess
ment by fi떠ctalan외ysis. J I"euroin1aging. 2004 αt; 
14(4):350강. 

11. κm HW, Jeong 까.1， Lee YS, Chi DY, Chung KH, 
야e DS, Chllng JK, 낭e MC.: Rapid synthcsis of 
((18)F]FDG without an evaporation step using an 
ionic Iiquid. Appl Radiat lsot. 2004 Dec;61(6): 
1241-6 

12. Jeong jM, 냥e J, Paik CH, Klm DK, Lee DS, Chung 
JK, Lee MC.: Site-speciAc 9\lIT‘fc- labeling of antitxxJy 
using dihydrazinophthalazine (DHZ) conjugation t。

Fc re밍。n of heavy chain. Arch Pharm Res. 2004 
Sep;27(9):961-7. 

번호 논 

13. 낭e JS, Klm BN, Kang E, Lee DS, Kim YK, Chung 
jK, Lee MC, α)0 SC.: Regional cerebraJ 비αxi flow 
ind피φ'eO with altentiαl 뼈ìdt hyperacti애tydisor양r: 

Companson before and after methylphenidate treat
ment. Hum Brain Mapp. 2004 αt 14:24(3):157-164. 

14. S비n JH, Chung JK, Kang JH, l.ee YJ, Klm 1<1, 50 Y, 
Jeong JM, Lee 05, l.ee MC.: Nor피wasive 뼈밍ng for 
monitoring of viable cancer cells using a dual-lm
aging reporter gene. J Nucl M잉. 2α>4 Dec;4S(12): 
2109-15. 

15. Lee JS, Lee DS, Klm YK, Klm J, Lee HY, Lee SK, 
Chung JK, Lee MC.: Prol빼bilistic map of blood flow 
이stnαuon in the brain frαn the intemaJ carαjd 

artery. Neuroimage. 2004 Dec;23(4):1422-31. 

16. Jeong JM, Hong MK, Kim YJ, Lee J, Kang ]H, Lee 
DS, Chung JK, 낭e MC: Developmem of 혔mTc

neomaM∞yl human serum albumïn (99mTc-MSA) as 
a novel receptor binding agent for sentinel Iymph 
nαie imaging. Nud Med Commun. 2004 0ec;2S(12): 
1211-7. 

17. Chung JK, Kang JH.: Translational research using lhe 
sodium/i여ide symporter in 띠13ging and therapy. 
Eur J Kucl Med Mol lma양ng. 2004 J‘m;31(6): 
799-ro2. 

18. Lee YJ, Chung JK, Shin JH, Kang JH, Jeong jM, Lee 
DS.: ln vitIO and in vivo properties 0( a human 
anaplastic thyroid cancer cell line transfected with 
t:he sodlum iodide symporter gene. 끼lyroid. 2004 
14(11):없장895. 

19. 50 MK, Kang ]H, Chung JK, Lee YJ, Shin ]H, Klm 

KJ. Jeong JM.: 1n vivo imaging of retinoic acid 
receptor activity 따ing a sodium symporter and lu잉· 

ferase dual imagmg reporter gene. Mol 1ma밍ng 

2004, 3(3):163-171 
20. K∞ BK, 냥e MM, Oh S, αlae lH, Klm HS, S뼈1 

DW, 아1 BH, Park YB, O1oi YS, Lee DS. Effeas 0( 

beta-raφation with a 188rheniw까ftIled balloon catheter 
syslem on non-slenled adjaccnt coronary arte깨 seg
ments. 1m J ca며iol. 2004 Jul;%(I):73-7. 

@ 국제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a 
I 

1. Ahn SH, oh SH, Lee JS, Jeong JM, um D. Lee DS, 
Kim α.: Chan짧 아 2-deo찌19Iucose uptake in the rat 

번호 논 므
 ι 

a뼈ilory pathway after bilat없1 a비3tiOO of the α성lIea. 
Hear Res. 2004 0:.1;196(1-2):33녁8. (Impaa faaα 1.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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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채명 시업명 추관.처 연구기간 

8 판상통액내 방사선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03 북지부충청공동 보건복지부 03.05.01 - 04.04.30 
자현재량 연구 

9 소동훌 뇌 훈자영상 용용기숨 개발 03 원자력중장기위탁 과학기슐부 03.03.01 - 여.02.29 

10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 작성 03 21세기 프른티어 과학기숨부 03.10.01 - 04.03.31 
11 임상시헝용 혜늄-18용주석볼로이드 공급 확립 03 보건의료(새부) 보건복지부 03.05.이 - 04.여.30 

12 심근영상율 위한 Tc-99m 표지 화합물 재벌 03 원자력연구개발(위탁) 한국원자력연구소 03.04.01 - 04.02.28 
13 간 기능 영상융 하기 위한 대크네슐 표지 락토 03 일반연쿠과째 서율대뱅연 03.07.01 - 여.06.30 

실알부민 개방 

14 단률흔 항체에 I~e 표지법 개발 03 lMJ'2OOO(위탁) 보건혹지부 03.12.01 - 04.11.30 
청보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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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진료 및 연구에 판한 최신지견 

일시 | 주 제 | 감 사 

8월 I Emotional discl∞ure a뼈 health I Prof. James W. Penne뼈ker (U띠versity 이 
깨e ‘않 d 앉pr않ive wriùr핑 in therapy ar녕 resea떠1 I Texas, US) 

Psychophys때。gical stress profile and non-dllùcal I Prof. Bo von Scheele (PBM stress Medicine AB 

scttíngs; 깨leory ， empìrical data and demo뼈traùon. I & the Sw여ish Center for Stre5S M여idne ， 

Sweden) 

%씨xmeuro삐m뼈0횡IC approach ín stress resea며1 I pr하'. lÀIC:k t썼 없r핑 (뻐뺏ity 0[ 씨빼mI， U;) 

Background and e에dence fiα UfeS때1JS Program I Prof. 없dford Williams (Duke University, US) 

까le UfeSkiUs program I Prof. V때i띠a Wllliams (Ouke Uruversi.ty, US) 

채 34 회 연수강좌 : 스트래스질환의 3분 치료법 

일 시 | 추 제 

왜 | 건강철병의 역동척 흉합모헬 

@수응빼용 

스트레스질환의 약물 및 영양치료 

인지앵흥치료 

웃용치료 

향기， 옴악， 독서 빛 미술치료 

우율과신체힐환 

화， 분노와 신체질환 

블안파 신체철환 

스트헤스와 만성용충 

스트해스와 성기능 

깅주영 2004년 11월 가갱의학회 우수논문상 

박민수 2004년 11월 가갱의학회 학술상 

김용대 2004년 11월 가갱의학회 우수논운상 

박상민 2004년 11월 가갱의학회 뼈D 학술상 

@학내훨동 

초비룡 연건 보건분소장 

대외협력실장 

학생 부학장보 

@ 학회임원휠동 

허용혈 대한가갱의학회 명예이사장 

한국스트레스학회 회장 

유태우 대한가쟁의학회 이사 

조비룡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이사 

유태우 (서윷대) 

박민선 (서울대) 

유태우 (서울대) 

유태우 (서율대) 

박민수 (서율대) 

조희경 (서율대) 

김주영 (서율대) 

최민규 (서율대) 

조비용 (서울대) 

김규남 (인제대) 

[I] 敎育現況

<D 학사 과정 
’ 주요 교육 현황 

강 사 

본과 4학년 학생율 대상으혹 홍합 강의 및 실슐융 

시행하고 있다. 

- 용합강의는 본과 4학년 학생융 대상으로 총 5 시간 

융 교육한다. 

- 실습용 본과 4학년 중에서 매주 6-7명 단위로 툴게 

되며 총 실습기간용 1주일이다. 무엇보다도 시청각 

녹화 방식융 용해 학생 1인당 1회 이상온 초진환자 

를 진료하도륙 하였다. 학생 스스로가 진료하고 녹 

화한 내용에 대혜 토흔하는 시간융 가져 책관척으 

로 자신이 부혹한 부분율 명가하고 보충할 수 있도 

혹 하였다. 그 외 일차의료얘서 협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기본척인 수기톨율 익히도록 하였으며 교 



121병훤(미군부대)의 가갱의인 Dr. Sam Lee(이회 

춘)가 preceptor훌 맡아 중혜토의훌 영어로 진행하 

고 있어 천공의률의 영어회화 및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에 대한 교육융 시행하고 있다. 

1) 3년차 천공의 쿄육 

·외래 진료 

· 교수님과 임상강사얘 의한 환자 진료얘 관한 교육 

·아청 집당희 준비 

·가쟁의학과 실습 학생 교육탑당 

·논문작성 

·교육자료 정리 

’ 2년차 전공의 교육 
·외래 진료 청험 

·논문 주제 선청 

·아침 집담회 준비 

· 교수님과 임상강사에 의한 외래 진료 매뉴얼， 환 

자교육자료작성 

1) 1년차 전공의 교육 

·외래 진료 경험 

• 교수님 외래 R양i때。n 

· 임상강사와 핵슐 • 임상연구방법 및 통계， 가청의 

학원롱 

·아침 집담회 준비 

〈2004년도 전공의 파견병원〉 

연차 수렴내용 

가청의학과 

내과 

1-2년차 

소아과 

짧- -
懶
 

샘
-
뺀
 (Clinical Revìew) 

논문초독회 

Qoumal Review) 

건강충진 토의 

(Heallh Promαion Conference) 

초청강좌 

(Facu)ty Leα‘lre) 

잉상 중혜발표 및 토의 
(Case Conference) 

자셰 천공의시험 

(Imraining Exarnination) 

까정의학교실 . 345 

시간수 

얘주 2회OL 水)，
07:45.()8:50 

매주 1회(火>， 
07:45.()8:50 

매주 1회(*>， 
07:45-æ:50 

매주 1회(金)， 

07:45-æ:50 

매일 1회， 

17;00-18:00 

매월 1회， 
07:45.()8:50 

2) 수련 분야 

1) 1-2년차 천공의는 파견 병원， 파견 과애서 병실 

주치의 역할을 하연서 가청의학과 의사로서 갖추 

어야 할 지식 및 진료 경험융 쌓는다. 

3년차 전공의는 여러 과의 외래 진료와 각종 수기 

에 대한 풍부한 경험융 쌓는다. 

• 수련병윈별로 각파 과장님과 자체 집담회를 가져 
필요한 지식의 슐득에 노력하고 있다. 

파견병원 

서윷대학교 병원 

국립 암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시립 보라때 병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포천의료원 

서율대학교 병원 

시립 보라매 뱅원 

채주대학교 병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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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논 
a I o 

tr 번호 논
 

2. Oh SW, Shin SA, Yun YH, y.∞ T, Huh BY. Cut-olf 
point of BMI ar、d obesity-related ∞morbidities 없KI 

morta1ity in middle-aged Koreans. 야:>es Res 2004 

Dec;12(12}:2031-40 

3. 010 BL, Scarpace 0 , 씨exander NB. Tcsts of stepp뼈 

as indlcators of mobiUty, balance, ar념 fall 떠k in 

balance-따lpaired older adults. J Am Geriatr Soc. 2004 

j바52(7}:n6용73. 

4. Cho 암f， Chung Y, Roh YK, Cho B, Kirn QI, 냥e H$. 
H얹Ith care for older pers。따: a cαmuy profile-Korea. 
J Am Geriatr Soc. 2(뼈 j비;52(기:1199-204. 

@ 해외학슐지 부연구논문 

번호 
a 
I 

a 

-
ι
 

논 번호 논
 

1. Yun YH, Mend。갱 TR, Heo OS, Yoo T, Huh BY, 
Park HA, Shin HC, Wang XS, Cleeland CS. 
Oevelopmem of a cancer pain 싫앞ssment t∞l 띠 

Korea: a validation study of a Korean version of the 
d낭 pain inventory. Oncol앵y 2004;66(6}:439-44 

2. Yun YH, Jung KW, Bae JM, Lee JS, Shin SA, Min Park 
S, Y∞ T, Huh BY. Cigarene srnoking and canαr 
inddence risk in ad띠t men: National Health lnsuran야 
Corpor-,ltion Study. Cancer Oetect Prev 2005;29(1): 

I돗24. Epub 2004 Nov 23 

@연구비 수혜 실적 

번호 논 문 

1. 한국 충년의 건강중진. 허용렬(책임연구자) 삼성생명; 
2004.8. - 2005.2. 

2. 의료갱보째공시스댐 구축방안연구. 죠비룡(세부과재 책 
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 - 2004. 5. 

3. 임상자료흘 이용한 한국인의 생체 나이 촉챙법 개발 및 
타당도 평가. 조비홈(책임 연구자) 위탁연구; 2003. 11. 

- 2004. 5. 
4. 노인용충 셜문지의 신뢰도 빛 타당도 조사. 초lf)룡(혜 

엄연구자) 대한노인병학회; 2004.2. -2005.2. 

번호 논 문 

5. 우리나라 노인에서 낙상 예측 및 교정인자로서 최대보 
폭검사(Maximal S‘ep Lcngth)의 유용성. 조비용(책임연 
구자) 서울대학교병원 2004. 7. 1- 2006. 6. 30 

6. Epidemi어앵y Study for chro!Ùc 뼈in of the elderly by 
Ge꺼a띠c Pain Measure. 조비룡(책임연구자) 한국화이자 

약홈; 2004. 8. 27-2005. 8. 26 

7. 건강검진 미수경자률 위한 건강위험형개뻐A)2차 개발， 

조비용〈책임연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8. 20-

2004. 12. 19 



구성된 20명의 ’서율대병현 긴급의료지원단’이 스 

려랑카로 급파되어 약 2주 동안 스리랑카 남부 

의 마타라 및 함반토타 지역(Matara and Ham

bantlαa Distrdt)에서 7일 동안 총 3，18678의 주 

증상융 가지는 2ß07명의 스리랑카 난민들애게 

인도주의 갱신에 입각한 진료톨 시행하였다. 

• 진단방사선과 재환춘 천엄강사가 용급실 션담 촉 

탁의로 2월 24일자 밥령 받았으며， 청형외과 이영 

호 전임강사가 11월 1일자로 용급의학과 겸무률 

하게 되었다. 

, 용급의학과 전공의 및 임상강사 선발 
2004 년도 3월 l얼차로 전공의 5인(강진육， 이휘 

재， 차원철， 챙기영， 흉기청)， 임상강사 6인(김우 

갱， 김규석， 이숭철， 장혜영， 김미란， 김성태)이 

선발되었다. 

@교수훨동 

, 부교수 서길준(과장)옹 2뼈년 5월 1S일 S뾰M 

(Society of AcaderTÙe Emergency Medicine)에 참 

석하여 ’엮le 앙fect of 앙U떠min on inducible 

띠띠c 0。이de sy빠laSe gene 장pression in 띠

restinal ischemia-repe버lsion injury"률 발표하였 

고， 대한외상학회 1차 외상처치슐 연수강확에서 

의사， 간호사， 용급구조사 둥융 대상으로 전문외 

상처치슐애서 매우 충요한 ”기도유지” 방법에 대 

해서 강연하였다. 2004년 6월 3일 중앙용급의료 

센터에서 열린 ’2004년도 용급의료정보샌터 신규 

공중보건 의사 교육 워크삽’에서는 1339 용급의료 
청보센터에 소속된 신규 공충보건의사훌 대상으 

로 ”재난 의학의 실태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 

하여 초청강연을 하였고， 6월 13일 재 13차 세계 

중환자학회(WPACCM， 까le Westem Pacifìc Associ

ation of Critical Care Medicine)에서는 "CPR and 

car이0때monary By뼈55’， 6월 18일 대한임상독 

성화회에서는 .paraquar 중독의 치료"， 10월 9일 

열린 대한호홉관리학회 제 10차 학술대회애서는 

’용급IαJ운영”을 주재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또 

한 9월 16일에는 서옳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울 

대상으로 ”일반인율 위한 CPR강의”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과 기도쩨색시의 용급처치법얘 대한 

용급의찍교싫 .349 

강의 및 실습율 시행하였으며， 2004년 11월 19일 

고려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열린 인공장기세미나얘 

서 ”심청지시의 πLS/hypothermia의 적”융 주제 

로 초청강연을 하였고， 쩨주대학교병훤 강당에서 

열린 공공의료와 용급의료체계벌전 세미나 초챙 

강연에서는 ”의료지도(m어ical conrrol)"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2003년얘 이어 대한임상독성학회 채무이사， 대한 

용급의학회 수련이사， 대한외상학회 총무위원장 

으로 활발한 활동율 하였다 

• 조교수 이중의(분당서융대학교병웬 용급의학과장) 

는 4월 28얼 서율대학교병원의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옐련 서율 권역용급의료센터 개소기 

념 심포지용얘서 Card뻐c σ &MRI에 대한 캉 

의훌 하였고， 5훨 1S일 SAEM (Society of Acaden피e 

Emergency M혀i디ne)에 참석하였다. 

11월 4얼과 5일에는 경주에서 열린 추계용급의 

학회얘 참가하여 인공호홉기 workshop에 관리에 

대한 강의 및 실습지도를 용급의학과 의사용 대 

상으로하였다. 

2003년얘 이어 대한용급의학회 학슐위원으로 활 

방한활동융하였다 

• 초교수 곽영호는 1월부터 셔율대학교병원에 태R 

홉 갱착시키기 위한 ’태R πF의 일원으로 10월 

15일 EMR이 갱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용급의학 

과훌 대표하여 수차혜의 회의에 참석하여 용급의 

학과의 요구사항융 수합 • 천달하였으며 보다 나 

용 빠R 구축융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2004년 2월 16일 서율대학교병원 신입인턴 요리 

앤태이션에 참가하여 의대총합 실습실에서 가진 

수기실습얘서 ’소아의 심폐소생술l융 맡아 실습융 

진앵하였으며，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률융 

대상으로 3월 22일 ’소아용급 및 소아심혜소생술’ 

율 4월 26일 ’학대 및 생폭력’율 강의한 바 있다. 

3월부터는 ’서율대학교병웬 학대아동보호팀’의 일 

원으로 5차례에 걸친 아동 학대사례에 대한 팀 회 

의에 참석하여 서율대병웬 내얘서 아동학대 환자 

의 진료의 개선 및 교육에 기여하였다. 5월 10일 

애는 북한 용천지역의 화률차 폭발에 의한 대량째 

해에 대쳐한 ’뱅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훤단l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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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춘)이었으며， 토흔 및 발표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시간과 임상실습(조벌 각 2 주간)융 교육하였다. 

강의는 심헤소생슐(Bl.S， ACLS), 외상 소생슐 

(A11S) , 소아 소생슐 (PAl.S) , 환갱 용급， 약훌 중 

독의 용급처치， 대량재혜와 용급의료체계(댐SS) 

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습용 2 개초로 나 

누어 본웬용급실과 보라매병훤 용급실을 1 주썩 

교대로 번갈아 가며 내과척 및 외과척 용급처치 

흘 중심으로 전공의훌 보조하연서 슬기와 지식을 

슐특하는 방식으로 임상 실융융 실시하였다. 

@ 입상 강사 및 전공의 교육 

@ 대학원 과정 

.. 2004년 2학기부터 용급의학교실 대학훤과갱이 신 

설되어 박사과정에 김우청， 석사과갱에 김유진융 

선발하였다 . 

.. 2학기 대학원 개셜교과옥옹 ’충독학’(담당교수 : 

• 임상강사 및 션용의 파견수련 
엄상강사는 수련기간 12개월 동안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용급의학과 2 개월의 파견 수련융 하였고， 

전공의는 1년차 수련기간 1278월 동안 내과 2개 

월， 일반외과 2개윌 소아과 2개훨， 신갱과 2개월， 

그리고 분당셔융대학교병원의 파견 수련율 하였 

으며， 2년차 전용의는 내과계 충환자실 2개월 및 

보라얘병원 용급의학과 4개월， 분당셔율대학교병 

원 갱형외과 2개월의 파견 수련율 하였다. 3년차 

전공의는 보라매병원 용급의학과 3개월， 분당셔율 

대학교병원 1개뭘의 따견 수련용 하였다. 

, 서율대학교 병원 용급의학과의 자체 수련 프로그램용 다옴과 같다. 
월 화 .:::‘「

08:Q0-8: 30 
Momíng Momlng Moming 

Confcrcnce Confcrence Conference 

08:3Q.09:30 
용급의확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당칙보고 당직보고 당직보고 

09:30- 10:00 용급실 진료 

16:α)..17:00 

Staπ 

17:(빠18:00 
JαIma1 

EGR Lecture 
confcrence 

@기타교육필동 

• 대량재해 진료지원탑 훈련 

목 :I11 토 

Moming Radiol앵Y Moming 
Confcrence Corúα'Cnce Conference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당직보고 당직보고 당직보고 

Rescarch meeting 
/ Monality 
corú않rκe 

CPR conference/ 

Toplc revicw ResUSCÎtaúon 
confercnce 

아엄상 제 1강의실에서 일반인융 위한 구조 및 용급 

처치교육율 용급의료갱보센터와 함께 실시하였다. 

매월 셋쩨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12시까지 본원 

C강당에서 이론교육， 오후 12시-18시까지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얘서 현장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 용급구조학과 학생 위탁 교육 

서울보건대학 용급구조학과 학생율 대상으로 6월 

7일-7월 17일까지 약 6주간 실습교육을 하였다 . 

• 일반인을 위한 구조 및 용급처치교육 실시 

2004년 7월 19부터 10일 동안 서율대학교병원 소 

, 용급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웅 
2004년 4월 28일 용급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용이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얘서 열렸다 

• 서율 북부지역 용곱의학과 갱기 집담회 참석 

뼈4년 1월 26일 상계액병원， 7월 1일 서옳대학교 

병원， 9월 16일 고혀대학교병원 그리고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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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급의학교실 . 353 

번호 
s 
I 논 

1, 신상도， 조유환， 천성빈， 정성구， 확영호， 이충의， 서길 

준. 웅급센터 과밀화가 환자 예후에 미치는 효과. 대한 
용급의학회져 2004;15(1):1-7 

2, 김규석，이재혁，김우청，신상도，갱생구，이중의，서길 
춘， 윤여규. 성인 SCIWORA환자에서의 자기풍명영상의 

역할. 대한용급의학회지 뼈4;15:(5):311-316 

3, 이채혁， 신상도， 정성구， 팍영효， 서길준. 용급실에서 

부척절하게 사용된 Ciprofloxa디n의 위험 인자. 대한용 
급의학회지 2α껴;15(5):36용375 

4, 천성빈， 정성구， 곽영호， 서킬준， 유용영， 신상도 권역용 

번호 논 문 

굽의료센터에 내웬한 비외상성 객혈 환자에서 기판지 

동맥 씩전슐의 장기 생존 효과. 철핵 및 호홉기 철환 
2()(껴;57(깅:148-159 

5. 송경준， 청성구， 확영호， 서길준， 권운용， 신상도. 확교 
손상과 판련된 병원 전단계 용급 의료 실태 및 위해 환 
경 요인. 대한외상학회지 2004;17(1):56-66 

6. 천성번， 김지수， 이창현， 갱생용， 용여규， 서길준. 내독소 
률 루여한 액서의 때혈중 모햄에서 빙utanúne 및 N
Acetylαsteíne 투여가 간내 항산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 
외상학회지 2004;17(1):1-9 

@ 국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g 
ι
 

a z 논 번호 논
 

1. Sung ~∞ Jung, Mee-S따 Hong, Gil )'∞n Suh, 
Sheng-Yu Jin, Hee Jae Lee, Bum Shik Kim, Yun 
Jeong Lim, Mi Kyoung Kim, Hun-Kuk Park, Jα>-Ho 
α1ung ， Sung끼n Yim. Assαialion between polymor
phism in intrOn 1 of cα:aine-aκI amphetamîne-reg
비ated transc끼pt gene with al∞holìsm， bUl nα with 
bípolar disorder and schizophrcnia in Korean pof• 
ulation. f';eu!O잉ence Letters 365 (2004)54-57 

2. Sang 00 Shin, Gil )'∞n S띠1 ， J∞ Hon Sung, Jai Yong 
1Cim, EpldCJ매이。gic characterisliα of death by bum 
injury from 1991 to 2001 in Korea. Bums 30 (2004) 
82(}.828 

3. Sang 00 Shin, Gil J∞n Suh, J∞ng E띠 Rhee, J∞hon 

Sung, Jaiyong Kim. Epidemîologic characteristics of 
death by p.때0띠ng in 1991-2001 in K.αca . Joomal of 
Korean M어icaJ Science 2004;19(2):186- 194 

[[]ö훌現況 

.. 2004년도 용급진료 용계훌 보연 성인 용급실은 

총 23，612명 (일명균 65명)용 진료하였으며， 그 

충 8，628명 (일평균 23.6명)온 업원하고 14，270명 

(일평균 39.1명)용 귀가 또는 타 병원으로 이송되 

었으며， 기명온 사망 또는 사망 후 내웬한 환자였 

다. 소아 용급실온 총 7，α50명 (일평균 19.3명)융 

진료하였으며， 그 중 1 ，654명 (일명균 4.5명)용 입 

훤하고， 5，405명 (일명융 14.8명)은 귀가 또는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명은 사망 또는 사망 후 

내원환 환자였다. 



용글의학교실 .355 

@과별진료흥계 

암~풋 2 3 4 5 6 7 8 9 10 11 12 힐계 

~← 아 과 493 425 473 514 528 406 374 427 444 494 453 463 5,494 
소 아 외 과 25 24 13 18 21 14 10 21 2S 31 24 17 243 

소아홈부외과 1 0 0 0 0 2 0 0 0 6 

소아신경외과 21 24 33 28 26 15 23 24 17 22 22 22 277 

소아갱형외과 17 32 36 18 44 36 30 21 23 29 25 22 333 
소아성형외과 4 2 13 9 11 7 1 3 14 14 9 14 101 

소아며부과 5 5 3 1 6 3 3 2 4 5 39 
소아비뇨기과 7 5 5 7 16 7 9 8 10 8 9 2 93 
소 아 안 과 6 8 10 0 5 8 3 3 6 9 7 8 73 

소아이비인후과 8 5 8 4 5 7 2 4 3 11 11 6 74 

소아갱신과 1 0 l 1 0 1 0 0 l l I 0 7 

용급의학과 23 28 25 23 21 19 26 26 12 49 59 47 358 
계 611 558 620 624 679 526 481 540 559 670 624 606 7,ïf:’8 



대학원 번역학 전꽁 .357 

직굽 성명 학획명 직 우| 일자 

부교수 안규리 대한연역학회 학슐위원 2004 
부교수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연집위원 2α>4 

부교수 안규리 대환신장학회 학슐위윈 2004 
부쿄수 초상헌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학숲이사 2003. 11. -
부교수 조상헌 대한 연역학회 채무위씬 2005. 11 . 
부교수 ~l총훤 대한이식학회 총무 2004 
초교수 갱두현 대한연역학회 SCI 2004 

@기타룡사훨동 

이 톰 

라파옐륭리닉 

내 용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의료용사 

일 자 

매주일요일 

E되 敎育現況

CD 대학원과정 
교과목 개실학기 학점 튿Et다。‘jjl~ 

기초연역학개롤 2004. 1학기 박성회 

B 세포분화및발달혹강 2004. 1학기 이왕찌 

임상연역학개흩 2004. 2학기 김유영 

알혜르기학개혼 2004. 2학기 김유영 

연역억제치료의 연구 2004. 2학기 하총원 

GD 외부 대학 훌강 현횡 

대학명 | 교과목 

정상대학교 l 해부학 

제주대학교 | 혜부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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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국내확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으
 」

번호 논 
a 

-
ι
 1. 김창근， Hìrohito κta ， 유진호， 고영훌. 기도 내 호산 

구성 염중에서 α-5와 Eotaxin의 역항. 천식 및 알례르 

기 뼈4;24:127-136. 

2. 강 회， 유진효， 유 영， 고명훌. 아토피 소아와 아토피 
부모에서 피부 단자 시험 결과의 일치도. 천식 및 알 

혜르기 2004;24:204-210. 
3. 유진호， 유 명， 강 회， 고영훌. 영유아기 천명 병력에 

따혼 6황’ 소아의 기관지 과민생과 아토피. 소아과 
2004;47:873-878. 

4. 김창근， 깅병의， Hìro비to Kita, 유진호， 유 영， 고영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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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I 
iI:" 

a Z 논 

TlSSue An디gens 2004,63:491 -495. 
4. )eoung 01, μm Y, Lee EB, κm HY, Lee HS, Song 
YW.lden디fication ci autoantibody a명뼈 며y (ADp
ribose) polymcrase (PARP) fragment as a serological 
marker 띠 원stemlc lupus erythemat05US. )oom외 ci 
Autoimmunity 2004, 22:87-94. 

5. 냥e EB, κm JY, Kim EH, Nam )H, Park KS, Song 
YW. ICAM-1 P이ymorp매sms in Korean palients WÌth 
rheumatoid arthritis. Tissue Antigens 2004, 64:473-

477. 
6. Baek H), Shin KC, Lee Y}, Kang SW, Lee EB, y.∞ 

CD, Song YW. Clinical features of adult-onset 

ankyl∞ing spondylitis 띠 Korean 때tients: patients 
with pe끼pheral i뼈t disease (PJD) have less severe 
spi뼈 띠sease ∞urse than th∞e wilhoot PJD. 
에1eumatol앵y 2004,43:1526-1531. 

7. 냥e )R, Um HG, Kim Y) , 암10 )R, Bae E), Noh C1, 
Yun YS, Ahn C, Re뼈ir of transp<효ítion of the great 
arteries, ventricular seα외 defect ar념 left ventricular 
。uúlow traCI obstruction. Eur ) ca며iothorac Surg. 
2004 May;25(5):73S-41. 

8. Ahn C, Kim JY, Lee BC, Kang SK, Lee )R, Hwang 
WS, 끼1e past, presenl, and future of xenotrans

planta디。n. Yonsei Med). 2004 Dec 31;45(6):1017-

24. 
9. Kim H, Bae Y，)∞ng W, Ahn C, Kang 5, Depletion 

of PKD1 by an a때g따e oligodeoxynudeotide 
induces premature G1/S-phase transition. Eur) Hum 
Genet. 2004 )un; 12(6):433-40. 

10. 아1 빠i ， Kim JY, κm 0 , 냐e EM, oh HY, seo JS, 
lIan )S, Kim S, Lee )S, Ahn C, Targeted 뽕ne 

띠sruption of the heat shock protein 72 gene 
(hsp70.1) in the dα10r 따suc is associated with a 
prolonged re싹tion-free survi얘I in tbe murine skin 
떼l앵뼈 m여el. Transpl Immunol. 2004 Dec;13(4): 
273용1. 

11. Cho 0 , Kim Y1, Kang )S, Hahm E, Yang Y, 찌m 0 , 
Kim 5, κm Y5, Hur 0 , Park H, Hwang Y1, Kim 1S, 
Lee WJ , Res앉ance to cytα。xic chemαherapy is 

번호 논
 

indu∞d by NK cells in non-H<성양m’s Lynψhoma 

αlls. ) C1in lmmunol. 2004 Sep;24(5):553-(iO. 
12. Kim )S, Choi SE, Yun IH, Kim JY, Ahn C, Kim S), 

Ha J, Hwang ES, Cha CY, MJyagawa 5, Park CG. 
Human cytOme뽕Jovírus UL18 allevia때 human NK
mediated sw뼈 endotheli외 ceU Iysis. BiochemicaJ 
찌ldbiφhysical research communicatiODS 2004, 315(1): 
144-150 

13. Park JY, Park 뻐， Park H, Ha J. Kim S), Ahn C. 
Th'F-a and TGF-b1 gene po바norp비sms 따ldre띠l 

외l앵aft rejection in Koreans. Tissue An디양ns 2004, 
64(6):660-666 

14. YH, Won CH, Kim 암i. Three ca풍s of facial atopic 
dennalitis treat혀 WÌth !OpicaJ P피teerolimus (타성히). 

Annals of Dermato때y 2004 )uJy; 16(3):1짜124 

15. Won C, 5eo P, Park Y, Yang ), 냐c K, Sung K, Pa rk 
C, 따m D. chang H. WOO Y, 힘m KH. A multi∞nter 

띠잉 of the efficacy and safery of 0.03% tacrolimus 
ointmenl for atopic dermatitis in Korea. ) Dermatolog 
'freat. 2004;15(1):30-34. 

16. Han )H, Kwoo 0), Chung )H. cho 암i， Eun HC. 
Kím KH. Effect of min생díJ on proliferatioo and 
apoptosìs in dermaJ papiJIa cells of human hair 
follidc. ) Dcrmalol Sd.2004 Apr;34(2):91-8 

17. K피1 SH, jÇ∞k MC, S매n YK, Park SH, Song HG. 
Evaluatioo of anti홈n retrievaJ buffer systems. ) Mol 
Histol, 2004, MAY; 35(4); 4α)-16 

18. Kirn 6, Park SH, MJn HS, Rhee )S, Wang KC. Nasal 
chondromesenchymaJ hamartoma of 피fancy dinicaUy 
m피ùd이ng merùngoencephaJoceJe, Pedíatr NeUf05urg. 
2004 May-)un;40(3): 1빠40 

19. Kim HY, Kim YM, 5hín YK, Park SH, Lee W. 
SoIution 양\Jcture ci the cyt때왜찌c clomaín c:i hurnan 
CD잊 type 1. MoJ αUs. 2α>4 Aug 31;18(1):24-9 

20. Park WS, Bae Y, Chung DH, Choi YL, Kim 6K, 
Sung YC, Choi EY, Park SH, Jung KC. T cell 
expression of CIπA repres똥S 끼11 피lJDunity. Int 
Immuno1. 2004 Qa;I6(10):13S5-64. Epub 2α>4 sep 6 

@ 국제학슬지 부연구논문 

번호 CI 
iI:" 

a 
Z 논

 
번호 논

 
1. 찌m 61, Lee HE, Choi CW, )0 HS, α。i 태， Koh I and 뼈 developrrεnt of new 야onchop띠monary 

YY. choi )H. lncrease in ∞벼 blood solubJe I dysplasia.) Pδinal Med 2004;32:282-쟁7. 

E-selecω1 and tracheal aspiratc neutrop빼 al bírth I 2. )∞n YK, Pai}‘ )H, Park S5, 따m YA, Kim )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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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발표 

번호 논 운 | 번효 

1. l.ee JR, um HG, K1m Y], 뼈 JR, Bae 딩， Noh CI, I 심포지엄 

Yun YS, Ahn C, Re때 0( transpos씨。n of the great I 11. Iù J , A23.뼈마ne ∞mbmation therapy C3n 없버y 

artenes, venl꺼αl하 septal defect and 1뼈 ven띠αlar I 때uce 야cl∞porine dosc as my∞phenolale mo(e피 

아j띠OW tract obstruction. Eur ) (뼈iαhorac S때. I ∞mbinaωn therapy for the reopients showing 
2004 May;25(5):735-41 I S13비e renal function after renaJtransplan13tion, 2004. 

2. Ahn C, Kim ]Y, Lcc BC, Kang SK, l.ee JR, Hwang I 12. 8 - 11 제 3차 Inte뼈onal congress on irnmuno-
WS, 까le past, π-esetlt， and future of xe뼈짜 I suppression 포스터 
p1an띠tion. Yonsel 뼈d J. 2004 Dec 31;45(6):1017-24. I 12. K 때m， 0 Kwon, J Han, H Y，∞， S Lee, J α1Ong， H 

3. Kim H, Bae Y, Jeong W, Ahn C, Kang S, Dcpl뻐on I Eun, K Cho. 당pression 0{ es따쩔'n recep(or a,b 뻐d 
아 PKDl by an anlÌ5en똥 이igod∞xynudeoo빼 in- I androgen receptor in human follicular dermal papilla 
du야s premature G I/S-phase transition. E씨r J Hum I in vivo.2004. 4.용5.1 (Rhode Island α)IWention 않ller， 

Genet. 2004 )un;12(6):성3-40. I Providence, 뼈e IsI뻐d， USA) The 6앙 rnee뺑 아 
4. 아1 KH , Kim ]Y, Kim 0 , l.ee EM, Oh HY, seo JS, I the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Posler) 

Han )S, Kim S, l.ee )S, Ahn C, Ta멍，eted 똥ne I 13. Z C뻐n， J Seo, S Lce, Y Kim,) Seo, K Kim, H Eun, 
disruption of the heat shock p때ein 72 gene I J ch삐& 티astin exon 26A-<<x삐빼 primary transcri다 
(hsp70.1) in 뼈 donor tissue is associated with a I and 26A protein are induced by UV irradiation and 
prolon뺑 rejection-做 50πi베 in the m배ne skin I heat treatment in human keratinocytes. 2004. 4.28-

외I앵raft m여el. Transpl Irnmunol. 2004 Dec;13(4): I 5. 1(Rhode 1잉and Convention Center, Providence, 
2깐81 . I Rhαle Islar녕， US시 깨e 65'" meeting 0{ the Society 

5. CD44-m어iated me없13S해 이 stOl1퍼ch C3ncer c에Is is I [1α Investi웰ve Dermatology (Poster) 

modulated by endo활nous IL-18. Experimen때1 Bio- I 14. C park, M Lce, J AM, S Kim, M Shin, K 힘m H 

l앵y 2004 (Washi뱅ton DC, USA) I Eun, ) Chung. Heat shock-indu∞d expression of 
6. L-ascorbic acid (vi띠때n C) indu야s lhe apopl없 of I matrìx metalloprαeÎnase-l is m어iated by activation 

B16 murine melanoma ceUs 에a a caspase용 inde- I of c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a찌 c-Jun 
pe뼈ent pathway Experimen131 Bi이앵y 2004 (Wash- I N-Iemùnal kJnase and via an interleukJn 6-깅ependenl 
ington DC, US시 I autocrine mechanism in human skin 뻐뼈짧， 

7. Kim JH, Chung OH , Natural Killer T (NKT) αUs I 2004. 4. 28-5.H빼lOde Isla찌 αxwention αntcr， Prov-
Allenuate Bleomycin-Inωced Pulmonary Fibrosis by I idence, Rhαle Island, USA) 까le 65'h meeling 0{ the 
R여띠ng Inlem뼈l-(gamr띠l. (포스터) 앙PerimeI뼈1 I soci떠 for Investigative Dermato뺑y (Poster) 
Biol앵y 2004 w잃hington DC April 17-21 I 15. H Kim, C Shin, M Shin, K 때m， K Cho, J Chung, 

8. Kim HY, Chung 0 11, NKT cells promαe anti뼈y- I Eiro;apenlaenoíc add inhibiLS the lN-induced MMP-t 
induced jomt inflammation by suppress삐g trans- I expr홉ion through )l\'K 때삐tion in human dermal 
fomùng growth faα。r be131 production. (포스터)， I ftbroblasLS, 2004. 4.용5.HRhode Island Convention 
Experimental B때앵y 2OO4 W앓뻐19ton DC Ap비 | αmer， Providence, Rlx찌e 삐and， US삐 The 6암 
17-21 I meeting of the Society for Investigative Dem녕tology 

9. H2 J , Blocking 0{ IL-2 p'Jthway In c∞timulation I (Poster) 
비ockade 빠duced ∞rle marrow chunerism aff얹s I 16. Y α1， M Kim, S 냥e， M S비n， K Kim, H Eun, J 
adversely on murine skin 행ft sur씨얘1， 2004. 9. 5 - I αlung. Ultraviolel radiation up-regulates vascular 
10 재 20차 세계이식학희 포스터 I end이1뼈 growth factor production a때 down-

10. H2 J , Recurrent nephrαic sy뼈Ome after renal I regulates throm∞spondin produαion inhuman skin 
trans미anl3lion in children with f0C21 se뺑ntal 방 I epiderm파， 2004. 4.28-5.t(뻐양 Island Conv앤디。n 
merulos뼈'OSis구연 GVHD like my'야뼈녕ate mofetil- I Center, Provider뾰，Rh여e Island, US서 πle 6안 
related ∞Iitis in a Iiving related renal transplant I meeting of the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lology 
recipíent 포스터 2004. 10. 22 - 23 셰 %차 대한이식 I (Poster) 
학회 학술대회 및 제 5차 한일 이식 포럽 Plenary I 17. ) α1OOg， H Kim, C S비n ， J 500, K IGm, H Eμn. 
lecture : Current s띠뼈 아 transplan13tion in Kα'c3 I lnhìbition of lN-induced MMP-l expression by s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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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I 
ir 논

 
논 

∞ngress. 2α>4. 9. 4. UK (GI싫gow) 
31. )eong YY, 냐e SY, )eon SG, Park HK, κm TB, 

Bahn)￦， Chang YS, Lee JE, Lee SE, Park TS, oh 
HB, K.im YK, Cho SH, Min KU , K.im YY. 

Assoc빼。n of Ge뼈ic VanalÎOn of Ilr 12때1 with 
t여al 1야 Levels and of IL-4Ro with NoctumaI COI.뺑 
까le 6th Asia Pacifìc Congr않s of 씨lergol앵y and 
Cli띠cal Immunology. 2004. 10. 6. )apan (Toky이 

32. IGm TB, Park HW, IGm SH , Kwon YE, )eong YY, 
Park HK, Chang YS, Kim YK, Cho SH, Min KU , 
Kìm YY. 뼈SCXlA끼00 ()f V.쩌αlAR EI\'OOIHFllAl. 

GROWTH FÞIαæ(v또F) GEI\'E Jla.. YM::lU'태SM wrIH 

AllERGIC DIS돼SE A1'、ID IMMEDlATE PHl파0πPE 
1αh Biennial co때ress of the Trans. Pacifìc 찌lergy 

& Immunol앵y Society 2004. 11. 19. India (Mumbaì) 

번호 운 

33. P따k HK, κm TB, Park HW, lGm SH, Kwon YE, 
)eong YY, Chang YS, K.im YK, Cho SH. Min KU. 
K.im YY. ASS<X1A꺼ON OF GENE11C V.뼈IATION 
아 Ilrl2R1 WlTH TOTAL 1MMUNOGι)ßIN E 도VElS 
AND OF IlAR WI1꺼 NocnJRNAL COUGH_ 1αh 

Biennial Congress of the Trar앙Pacific Allergy & 
Immunol앵y Sodety 2004. 11. 19. India (Mumbai) 

34. Park HW, κm， SH κm TB, Oh SY, Bahn JW. Oh 
뻐， 장ψ1 ES, lee JE, KIm YK. OJO 앙f. 뼈n KU, 때n 

YV. AS:IXl때00 ()f KDR (V ASO.JU.REl'‘JXmiÐ..lAL 
GROWIlI FA'σ"OR RE(호PTOR 2) GENE POLYMOR. 
PH1SM WITH AllERGrC DISEASE AND lNTER. 
MEDIATE P~正NOπPE. πle Cold Spring H앙bor 
Labs’ Phannaα흉nα피cs meeψ19. 2004. 11. 19. USA 
(New York) 

@ 연구비 수혜현횡 

연구자 연구체목 연구기간 연구비영 지원기관 

깅규한 주홈살의 방생기션， 치료제 탑색기슐의 확립 2002.5-2α>6.4 보건의료기슐연구 보건북지부 

및 개방 밭 사 업 

(충청공동연구) 

김융근 한국인에 충요한 홉입 및 옴식물 알헤르겐의 04.5.-05.4 보건의료바이오 복지부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김융근 바이러스감염 후에 발생한 얄헤르기반용 발생 04.12.1-05.11.30 선도연구자지원 학슐진흥 

에 1lr12의 역할 사 업 

김윤근 천식 및 만성폐쇄생빼질환 치료채로서 신규연 05.5-06.4 신약개발사업 복지부 

역조철 기전융 갖는 FGF2의 개발연구 

민정업 성인 식홈알헤르기 환자에서의 유전자찌조합 04.4.16-04.11.30 유션자재조합 식약청 
흉 및 육수수에 대한 IgE매개성 반용명가 식홈안천생관리 

민정업 유전자변형 식품의 성인 알래르71 위해성 평가 04.9. -05.6. 생명공학안전성 과기부 

기슐재벌 명가기슐개발사업 

박성회 악생립프총 관련 유전자문의 기충 분석 및 병 2OO1.7.1-2(뼈.6.30 국가지갱연구실사업 과기부 

대생리의 규명 

송앵육 류마티스 질환에서 Two-Dimensional Gene 2004.9.8-2α>9.7.7. 국카지청연구실사업 과학기슐부 

Scanning 

안규리 이종이식 거부반용 판련 분자들의 훈자생률학 2004.7.31. -2005. 7.YJ 나노바이오기술 과학기슐부 
척 조철 개발사업/장기복재 

이식기술개발 

안규리 배아줄기셰포의 연역학척 혹성 규명 및 연역판 2004.4.1. -2005.3.31 21C 프 론 티 어 과학기술부 
용유도 기슐개발 연구개발사업/ 

세포용용연구사업 
이왕재 총양륙이 항원에 대한 축주의 연역반용의 검충 2004.9.1-2005.8.31 기초의과학 한국과학재단 

및 환석 연구센터 (MR디 

지 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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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학원 분자유전제의학 전공 
(Graduate Program of Molecular Genomic Medicine) 

rn 훨훌員名. 
主 ff 敎 뺏 김인규 

It 홉 최 용 이효석 정해일 박청찬 
하일수 김영수 

매 敎 뺏 김회중 박청수 박성섭 청진호 
채인호 

助 敎 흩 서창석 전양숙 구본권 

훌 옳 힘 敎 1t 김효수 신찬수 조태준 김영아 
훌 훌 助 훌k 뺏 김주한 박도준 박영주 

.. 任 빼 師

助 It 
톨~ • Iè 
흙 究 I 
大 훌 院 生

il 士 - 年 고현수 길빼진 김청용 김화명 
문영지 박유랑 배옹진 배한동 
요종길 이훈수 정용진 갱재웅 
최혜헌 박용상 조회연 주미정 

없 土 二 年 강덕재 곽호충 김정원 김규혼 
김 민 김민구 김신얘 김재현 
김지현 김태형 박소현 유현갱 
윤종철 이혜원 임지현 장기용 
장보근 조성천 조현주 최두윤 
하성융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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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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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햄
 갱
 8꽉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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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士
士

土

mM 

빠
 

빠
 

1t 土 三 年

빠 土 四 ~ 

G긴 主훌홉Ib훌피를 

CD 총 론 
분자유전채의학 전공용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의 하 

나로 기초， 임상교수 22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다. 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셔는 16명의 석사과쟁과 7명의 박 

사과갱 대학원생율 션활하였다. 분자유천체의학 대학원 

주임교수로 김인규 교수가 연임하여 맡게 되었다. 

용자유천체의학 전공 대학원 강좌로 1학기에는 훈자 

세포쟁률학총롱， 단액질체학연구방법， 줄기세포생률의 

학， 인체철환환자병인흔 풍 4개훌 2학기얘는 유전자 및 

세포이식요법， 분자세포의학각롱， 분자유전체의학륙강， 

기놓유전체학세미나 둥 4개률 개셜하였다. 

@인사사항 

직글 성명 일자 비고 

교 수 김인규 09.01 주임교수 임명 
부쿄수 박성섭 08.19 겸임해제 요청 
Ta4-ιi1~ιr‘ 김회충 10.08 겸임혜쩨 요청 

기금부교수 조태준 10.20 겸업혜제 요청 

[1] 敬협댈見，)R. 

@ 대학원과정 

교 과 목 개실학기 학 점 담당교수 

분자세포생물학총혼 2004. 1학기 3 박도준 
단액월체학연구방법 2004. 1확기 3 김영수 



[}] 敎훌를名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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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학원 분자종양의학 전공 
(Molecular and Clinical Oncology) 

主 任 敎 뺏 허대석 

敎 홉 방영주 안효섭 성숙환 

•• 敎 홉 신회영 생명훈 이동순 
助 훌t 홉 김영태 임석아 

훌훌 매 敎 훌 

훌 ~ JJJ 敎 훌 김태유 갱재민 구자록 이청원 
名 톨 敎 授

l1JJ tf 
‘ 홈호 l 빼 
훌 훌 훌 lè 
훌 ft .훌 

뼈 成 흩 • 

‘ij ~ 를 
大 훌 院 生

il 土 - 年 이경훈 김범석 갱우진 심선회 
김경회 이성훌 김용경 박갱아 
나엄얼 김태용 

짧 士 = 年 김유갱 김진수 김태민 노동환 
류정화 운일준 박도회 선총무 
이미숙 한세웬 흥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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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土三年 

tt 土 四 年

@학회임원활동 

급
-
수
’
 
수
 

직
-
교
 교
 

학 회명 

대한암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낌 主훌活l1J훌I톨 

@총론 

앙용 치명척인 질환으로， 그휩i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치료성척융 거두고 있지 옷하 

다. 기존 연구의 문제정옹 첫째，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가 유기척으로 연계되지 못했고， 풀쩨 임상연구의 경 

우， 진료단위별로 장기충심의 첩근이 주률 이루어 총양 

연구의 공흥청얘 대한 조칙적인 연구가 이쭈어지지 옷 

했다. 

현재는 교실 내에서 총양융 연구하는 교수용 중심으 

로 산재된 형태로 암얘 판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암에 광한 연구용 조직척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 

속교실이나 진료과률 초월환 ∞mprehensive appr∞ch 

가 필요하다. 또， 개별연구보다는 기초연구자까지 포항 

된 team approach률 해야 국쩨 청쟁력 있는 연구가 가 

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단위 외에 암 연구를 조직 

적으혹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위로서 분차총양의학과청 

이 신셜되었고， 암에 관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 

척 조화， 발생 부위에 관계없이， 총양 공룡의 륙성에 대 

한 교육융 통한 공동연구의 기반조성 목척으로 강좌가 

개쩔되었고， 연구가 진행충이다. 

직 위 | 일 자 

학술위원장 I 2004.6.-2006.6 
학술위원장 I 2003.1-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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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o 
~ 논 논

 
Kim JH, κm DW, lGm YT, lGm 1Y, You α<， lGm 

YW， H∞ DS, Bang η， Sung SW, Park CI, lGm r、ac.

Paclitaxel/Platïnum-ba않d 야rioperatïve chemotherapy 
and surge깨 in stage ll lA non-small cell lung cancer. 
Jpn J din Onool. 2005 Jan;35(1):6-12 

4. 아1 DY, Kìm JE, 냥e CH, üm JS, )ung 빠i， H∞ DS, 
Bang η， Kim NK. Discrepancies among patients, 
뼈mily members, and physicians in Korea in terrns of 
values κ'garding the withholding of treatrnenl from 
patients with lerminal malignancies. Cancer. 2004 
May 1 ;100(9):19<) 1얘. 

번호 
a 
Z 

Lee JW, Bang η. (2004) TGF-be!al-m혀ialed a에1e

sioo of 용양ic carcinoma cells involves a <k엉엉se in 
Ras/Erks cascade aαivity dependent on c-Src aClÍvity. 
Biochem. ). 379(1):141-150. 

7. Han SW, Kim 1Y, Hwang PG, )eong S, 찌m J, 댄으L 
~， 아1 DY, Kim JH, κm DW, Chung DH, 1m SA, 
Kim YT, Lee JS, Heo DS, Bang YJ, Kim NK.(2005) 
Predictive and progn∞tic inlpaα of epidennal growth 

faaor receptor mutation in non-smaU-ceU lung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gefìtinib. ) clin Oncol. 2005 Apr 
10;23(11):2493-501 

5. Kim DW, Jo Y1 1, κm JH, WU HG, 에lee CS, Lee I 8. 냥e JJ, 찌m TM, Yu S), Kim DW, Joh YH, 아1 DY, 
머， κm 1Y, H∞ DS, Bang η， Kim NK. I KWIα1 JH, Kim 1Y, H∞ DS, Bang η， κm NK. 

"'eoadj‘Jvanl eto따ide， ifosf:빼de， and cis미atin for I Single-a얻11 ca뼈tabine in patients with metaStatic 
the treatment of olfaaory neuroblastorna. Cancer. I ∞，Ior얹al cancer refraaory 10 5-f1uoroura에끼eucovorín 

2004 Nov 15; 1이(10):2257-60 I chemotherapy. )pn )Clin Onool. 2004 J비쩌(기:400-4. 
6. Kim HP, 다온꾀~， Yu ), Park JA, )ong HS, Kim 1Y, 

@ 국제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므
 
” - 논

 
논
 

번호 
a 

-
ι
 1. Yun YH, Mendoza TR, H∞ 05, Y∞ T, H∞ BY, 

Park HA, Shin HC, Wang XS, Cleeland CS. 
αveloprnent of a cancer pain assessment 1∞1 in 
Korca: a validation sru여 of a Korean version of the 
brief pain inventory. on∞l앵y. 2004;66(6):439-44 

2. Yun YH, Park YS, Lee ES, Bang SM, Heo DS, Park 
SY, You CH, West K.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ORTC QLQ-C30. Qual üfe Res. 2004 
May;13(4):863-8. 

3. Yun YH, 야c CG, Kim SY, Lee SW, Heo 05, Kim JS, 
Lee KS, Hong YS, 야e JS, You CH. 까le attitud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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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학현 되신경과학 전공 (Graduate Prc양없1 of Ne따æ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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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월 전공단위 개실 강좌 현횡 

띠 敎育現況 

@ 대학원 전공단위 현황 

- 2004년에도 의과대학 대학원 과갱으로 신경과와 

신청외과톨 주축으로 소아파， 이비인후과， 핵의학 

과，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교실이 흉합되어 뇌신경 

과학 전공단위가 진행되었다. 

- 2004학년도 신입생율 모집하연서 3월 1일 안석원， 

이지영 (이상 신경과)， 고경남 (소아파)， 송상+. 

김영임 (신경외과). 허청화 (이비인후과)， 현창립 

(병리과). 어째션， 김범산 (핵의학과)이 석사과청얘 

입학하였으며， 김광기 ， 김호진， 문소영， 박총무， 종 

영목， 이숭훈， 초중양 (신청과>. 햄 (쇄과). 껄효 

준 (신경외과). 박지영 (이비인후과). 이효갱 (이비인 

후과)， 이용경 (병리과)이 박사과갱애 입학하였다. 

• 뇌신경과학 천공단위 개껄강좌로 1학기애는 대뇌챙 

각신정계의 가소성개흔 강화가. 2학기얘는 운동조 

절신경생리학， 뇌협판질환임상연구개론 강화가 열 

혔다. 

강좌명 
대뇌청각신경계의 강좌 

8022106 | 학기 l 2004년 
가소성개혼 번효 1 학기 선택 

창여교수 2명 
교수 

강좌시앵 
12회 명단 

이광우， 요송하 

횟 수 

학 정 3 

강의옥륙 

Intr여uction of lhe Course 

2 Representation of auditory fearures in central auditory system 

3 Func디。I떼 neuroanatomy of auditory pathway 

4 coc뻐ea.r Implantation and brain plastidty 

5 Morph이앵ical resea.rch techníque in brain pl싫ticlty 

6 Reπxt and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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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뇌혈관질환임상 강좌 

8022104 | 학기 | 2∞4년 
연구개론 번호 2학기 선택 

참여교수 1명 
쿄수 

강좌시행 
11회 명단 

용병우 

횟 
,‘-

학 점 3 

강의옥륙 

2 N1l\'DS rt-PA StrOke Study 

3 Statislics 띠 StrOke trials 

4 l'\orth American Symptomalic carαid Endarterectomy Trial 

5 πle European αP야ralive Acute StrOke Study (ECASS) 

6 Ticlopidine Aspirin StrOke Study 

7 까le PROACf 11 Study 

8 Slem cell therapy in strokc 

9 CAPRJE study 

10 R최ìal꺼c cerebrovasc띠ar clisease 

11 Anlic03gulation in StrOke 

@학위수여 

2005년 2월 28일자로 권형민， 김민갱， 김지영 ， 민주 

흥， 오동훈， 이서영 ， 이순태 ， 정근화， 정영민(신경과) ， 

임병찬(소아과)에게 석사학위훌， 김남희(신경과)에게 박 

사학위홉 수여하였다. 



지원법 · 랜벌 면활 및 주요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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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무행쟁실 (Office for General Affairs) 

띠 기능 믿 인원현황 

서무파에서는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챙사판리 각종 - 총팔 창조 

시썰물의 유지보수， 국유재산관리， 교육차관 및 일반직 

원의 인사업무 둥올 수행함으로써 연구 및 학생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혹 째반 지원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2. 교무햄갱실 (Office for Academic Mfairs) 

디] 기능 띠 인원현황 

교수의 인사， 연구 및 해외여행애 요구되는 각종 앵 - 총괄 창조 

정척인 윗받칭과 학후 및 대학원의 학사관리 풍 교육과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업무률 수행한다. 

3. 학생행쟁실 (Office for Student AffairS) 

rn 기능 
지급업무 및 부업지도업무， 병사업무， 군 천공의 관리 

학생들의 후생복지와 각종 활동 퉁 학교생활얘 필요 업무， 전문연구요훨， 의료용사 지씬 풍 학생들과 가장 

한 째반 지원융 주 업무로 하며， 서클활똥 지훤， 장학금 밀접한 업무훌 답당한다. 

떠 인원현황 rn 학년 담임 
성명 직급 직책(부서) 비고 학년! 소속및성명 

金*~ 교 수 학 생 부 학 장 1 I 혜 부 학 교 실|황영일|생리학교실 |서인석 
성숭용 부 교 수 학생부학장보 2 I 법 의 학 교 실|이숭덕|기생충학교실 |혀민호 
오갱숙 6 급상당 학 생 주 임 
~IHt에g 기 능 칙 

우채학 기 놓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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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장학금수혜 현황 

(단위 : 앤) 

구분 2m4-1학기(지급) I 2@4-2회기(지급) 

〈〉학부 〈〉학부 

우둥(천핵) 7명: 25,746,% 우풍(전액) 7명: 25 ，746，뼈 

기성회비 %명: 105,857,% 기성회비 87명: 134;092，뼈 

수엉료 29명: 98，이2，% 수업료 222명: 95 ，016，뼈 

생활보호 1명: 3 ，912 ，αm 생활보호 I명: 3，912，α)() 

유공자녀 12명: 45 ，581 ，α)() 유공자녀 12명. 45 ，581 ，아)() 

발전기급 10명: 38,4%,@ 발전기금 10명: 38，499，αm 

장얘인 1명: 3 ，912，뼈 장애인 I명: 3,912,% 

.ii? 1. “꺼 유학생 4명: 9β30，αm 유학생 4명: 9，830，1αm 

소 계 : 331 ，346，뼈 소 계 : 356，588，'αm 
.‘ .......... ‘-_ ...... ‘ ..... _._--‘ ..... … .. … .. …_ .. ,,'.…… ......... “ •••••••••• _._ ... ‘ ................... … .. …‘ .. _.-… ............ _ ............. _ ........ ……… ... ‘·‘.-
。 대학원 <> 대학원 

기성회비 147명: 186,%,% 기성회비 91 명: 147，46ιαm 

조수 17명: 9 ，826，아)() 죠수 17명. 7，276，α)() 

수업료 135명: 57,780,% 수업료 143명: 61 ，204，1아)() 

유학생 3명: 6，&)8;αm 유학생 2영: 6，461，아)() 

입학금 29명: 4 ，350，α)() 입학금 15명: 2，250，α)() 

소 계 : 264,60'7,@ 소 계 : 224 ，651 ，αm 

합 계 : 595 ，953，α)() 합 계 : 581 ，239;α)() 

o 학부 24명. 76，π4，000 I 0 학부 24명: 80，뼈，뼈 
.ii-1 「21 대학왼3명: 10，583;α)() 대학웬3명: 9，7013，1α)() 

o 학부 51명: 70,559,000 I 0 학부 64명: 93，357，'뼈 
자 체 대학원55명: 33;엇)()，αm 대학원57량 71 ，656，1α)() 

WU장학16명: 16，%，αm hm장학13명: 13，@，아m 

총 계 %3，769;α)() I 849，438，αm 

4. 종합실습실 (Mu1ti-Disciplinary Laboratory) 

OJ 기능 

종합설습실은 의학과 1，2학년 학생 천원이 동시에 소 

집단으로(학년당 10방-20항) 나뉘어 고갱된 장소애서 

각 교실별 실습(인체해부 제외)을 할 수 있도록 셜계되 

어 있어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생활의 중심척 구실 

과 더불어 연구설 역할로도 손색이 없고 실습의 내용온 

충앙화된 기자재훌 활용할 수 있어 높온 철의 의학교육 

율 할 수 있으며 교수가 학생률얘 대한 개개인의 평가 

률 반영시켜 실습교육 자체가 벌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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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πR : 2 

- SCANNER : 3 

- 디지활 카메라 : CC2700 

- 자연팡카에라복사기 :DW..ç 

6. 실험동물실 (Department of Laboratory Animal Science) 

띠 기능 

서울의대 기초연구동 8충에 위치한 실험동훌실용 총연 

척 220명 규모의 빼리어 시스탬이다. 주요한 시셜용로 공 

기초화기 2대훌 포함하여 3개의 주요구역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져용실， 핵위셔， 요토크혜이브 퉁 빼려어 운영에 

뀐요한 각총 기자재가 완비된 구조이다. 총 18개의 주요한 

동물사육실 및 주요 지현시설율 가지고 있으며， 일시에 셜 

치퓨 π%여 마리훌 동시에 사육힐 수 있는 규모이다. 

띠 인원현황 
※ 현채 : 2003년 12월 31일 

직책 직급 성명 비고 

실협동훌실장 교 -/「- 빼ftj흩 2001.04-현재 

실협동융부장 조 교 수 ~~를 2003.08-현째 
간접연구청비직 ."예l旭 1997.03-현재 
간청연구경비직 元휴’f 2002.03-현채 

간청연구청비직 i"~'-l 2002.12-현째 

간접연구경비직 e大홈 2003.07-현재 

댐 이용교싫 연간 실험현황 

사용자소속 싫힘건수 사용자소속 실험건수 

병리학교실 31 내 과 학 교 실 
약리학쿄실 53 비뇨기파학쿄실 0 
이생율학교실 16 안 과 학 교 실 2 
생리학교실 17 산부인과학교실 1 
기생충학교실 8 소아파학교실 0 

사용자소속 실험건수 사용자소속 실험건수 

생화학교실 3 이비인후과학교실 0 
핵의학교실 0 신정과학교실 2 
의 공 학 0 일반외과학교실 0 
혜부학교실 16 간 호 대 2 
의확연구원 0 간 어‘- 구 -까‘、· 0 
암연구소 16 유전자이식연구소 6 
구강외과 0 암 어‘- 구 ~‘- 11 

소계 160 소계 25 

합 계 185 

E낀 월벌 실험동물사육 두수 
(단위 : 마리) 

월얼 Mo얘e Rat 힐계 

1,154 219 ] ,373 
2 1,297 212 1,509 
3 1,381 130 1,511 
4 1,428 150 1,578 
5 1,209 92 1,301 
6 1,115 78 1,193 
7 954 83 1,037 
8 없6 81 9낀 

9 774 30 804 
10 1,249 194 1,443 
11 1,518 185 1,703 
12 1,480 262 1,742 

합계 14,405 1,716 16,121 

월명균 1,200 143 1,345 



지월부서 . '1판밑 연황 및 추A훨통 . 383 

9. 기숙샤 (Dormitory) 

띠 개요 

연건기숙사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학생의 연학율 

위한 편의률 제공하고 규융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 

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셜립된 교육지원시설로 

1996년 8월 19일 착공， 1999년 8월 7일 준공하여 8월 

16일 개사하였으며 지하 1충， 지상 5충 건율로 건명은 

6，769m20J다. 사생실(2인1실) 210실과 대학 또는 병원 

융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툴융 위한 숙박시설로 게스트 

품(1인1실) 9실， 초교실(l인1실) 5실이 있어 총 434명 

융 수용할 수 있으며 2충얘 지문인식출입문이 있어 24 

시간 개방되어 었다. 각 사생실내에는 전화와 랜망이 

개통되어 었으며， 188석규모의 식당을 비롯하여 얘점，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세탁실， 다럽질실， 세미나실， 인 

터넷룸과 각 충마다 휴게실， 간이주방 둥의 현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대학웬기숙사가 2001년 11월 8일 

착공， 2003년 3월 21일 완풍개사하였으며 지하1충 지상 

5충 1개동과 지하1충 지상8， 9총 1개풍으로 건명온 

6，823m’이다. 사생실(6인1세대) 16째대와 사생실(l인1 
실) 49실， 가촉실 17세대로 총 162명율 수용할 수 있으 

며 세탁건조실， 공동휘사실， 탁구장， 체력단련실이 있다. 

기숙사의 관리운앵용 사감의 감독과 책임아래 운영 집 

행되며 새홉게 결청해야 할 사항이나 변;용해야 할 중요 

한 사항옹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철융 거쳐 시행한다. 

밍 인원현황 

홈 훌훌 *톨 힘星~ 

흩’ 홉 Ii 흩k !f1S훌恩 
빼l 흩l 11흉flí 후훌뼈 朴홉r.t 

홈 호 1f*品홉生$. ~þij. 

댐 관리위원명단 

쫓 I 톨홈Ii敎 

쫓 • I!홈톨훨 

.大톨生11훌훌 It 
톨大톨生I바톨빼 I~ It 
t大l톨生l’톨톨 훌 
훌大톨生l홉톨톰 ltJ It 

며 사생현황 

끓놓격언번 남 

의 과 대 학 173 
치 과 대 학 93 
의과대학원 24 
치과대학원 7 
간호대학윈 0 
보건대학윈 8 
천연률협흥과갱 4 
타대학협동과갱 12 

겨l 321 

떼 주요일지 

톰 M흉~ 

*룰 IISE恩
*톨 金石홉 

*톨 $;*를 
!f 崔JiJ햄 
1t 훌훌正 

여 

91 
63 
43 
10 

17 
10 
9 

244 

2004. 3.1 2004학년도 1학기 개사 

7.19용.15 여톨방학 충 개사 

8.16 2학기 개사 

11.15-20 찌학생 빛 진입생 원서접수 

12.10 찌학생 및 진입생 선발 

2005.1.1-2.19 겨율방학 충 개사 

2.11-16 학사연입생 현서첩수 

2.18 학사연입생 션발 

계 

264 
156 
67 
17 
1 

25 
14 
21 

565 



지월.셔 . '1관엄 현황 및 추A휠똥 .385 

11. 의학교육연수원 
(Nationa1 Teacher Trai띠ng Center for Hea1th Personnel) 

ITJ 기능 

의학교육연수원(National Teacher T때ning αnter 

for Health Personnel: N'πC)용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분야의 CD 교육과챙 기획， 교육방법 명가 및 교 
육자료 개발예 대환 독자척인 연구 @ 해당 훈야 교수 

요웬에 대하여 교육학적 채훈련융 담당합과 아울러 @ 

기성 의료 요원 혹히 개씬의에 대한 연수 교육율 담당 

하고 또한 청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의학쿄육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답당하고 있다. 

낌 인원현황 

원 장 敎 홉 王圭~

부 원 장 훨 흩 張其’f
연 수 부 장 敎 홈 金右팩i 

연구개발부장 훌 흩 후允풀 
기 획 부 장 敎 뺏 홉훗-

자 원 부 장 펌 뤘 홉 l!jtt톨 

사 무 직 뼈 成 .n없 全貞lf?
u _ • 崔훌姬 

려 주요활동사항 

1) 신임교수톨 위한 워크슐 

전국 의과대학 신임교수률 위한 교수법 워크숍이 아 

래와 갈이 4번에 걸쳐 개최되었다. 

가. 일 시 : 

없차 워크숍 : 2004년 3월 11일 -13일 

89차 워크숍 : 2004년 4월 6일 - 8일 

90차 워크숍 : 2004년 9월 2일 - 3일 

91차 워크숍 : 2004년 9월 13일 - 15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추천인원 : 각 대학 학장이 추천한 1-2명씩의 신 

임 전임강사또는 조교수 

2) 국립의대 학장회의 개최 

가. 일 시 : 뼈4년 2월 13일 -14일 (25차 ; 경상의대) 

나. 참석자 : 10개 국립의대학장， 부학장， 의학교육 

연수원 관계자 

다. 회의내용 

1) 의과대학의 새로운 학사선발째도 

2) 기존 6년제애서의 학사편입학제도 

3) P8L Tutα T떠inir멍 Wor1<.:앙10p 

가. 일 시 : 2004년 8월 26일 - 27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천국의대 교수 

4) 시험문항개발워크슐 

가. 일 시 : (5차)2004년 6월 23일 

(6차)2004년 10월 7일 

냐.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전국의대 교수 

5) 의사소통기슐워크용 

가. 일 시 : (3차)2004년 12월 9일 - 10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전국의대 교수 

6) 중견교수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 

가. 얼 시 : (3차)2004년 5월 13일 

{4차)2004년 6월 8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천국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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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학교육실 (0꿇ce of Medical Education) 

띠 인원현황 

kg 

k
μ
 
&g 

kk 

k% 

빼
%
 
”m 

톨
 al 

톨
 

훌
 

훌W
 

”
께
 

빼
九
 

室

쩔
 

mm 

*훌 李允뿔 

*훌 張훌’f 
홉 øu록함 

홉 食右훌 

*훗 후正~ 
授 빼成九 

敎 뺏 吳明찌! 安圭里 申照泳

李:t~ 全fI합 
jt훗-

훌훌llJ敎홈 힘함圭 

훌훌助敎뺏 tHtt훌 

훌 修 8ß 톨 It 授 .Iit"llb 
ft • I~ 敎 뺑 ~t:. 

It ~톨 ~t초台 .~恩

I~ It ~용 崔iXM
훌훌빼훌홈 AUl.Jt 

支훌8ß톨It 授金 典

훌~ • I~ 敎 授 金훌tt 
훌k 授 崔明빠 •• t양 .. ~九

Jj ‘ij ~ 를 申{호If 
흉洙珍(-2005.2) 

후成k훌 
許.횟(2004.9-) 

융회영(2004.5-11) 

뻐究 JJJ敎 이경희(2004.3-6) 

• Jj • 11’‘珠

I 

밍 주요활동사항 

CD 총 혼 

2004년도얘는 2003년 새 교육과청 도입 원년에 이어 

2학년 교육과갱으로 인성교육/인문사회의학교육 강화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샤사회 m이 도입되었고， 기본임상 

수기교육 강화의 웬칙에 의해 환자의샤자회 W가 도 

입되었다. 

새 교육과쟁의 5대 목표는 다옴과 같다. 1) 홍합교육 

의 확대: 기초·기초간의 수명통합， 임상-임상간의 수직 

용합， 학슐자 중심의 교육내용 흉합， 실제 입상맥락에 

근거한 학습， 2) 임상실습 강화: 연담 · 신체검진 · 기본 

임상수기 풍의 조기교육， 실천 중심의 임상실습， 외래 

교육 강화， 3개 병웬의 교육륙성화， 입상수행명가 도입， 

3) 인성교육/인문사회의학교육 강화: 의료용리， 커뮤니 

케이션 기술 동 강화， 4) 연구놓력육성교육 강화: 의학 

연구과갱 개껄 및 전 교육과갱에서 연구능력 육성 프로 

그랩 강화， 5) 창의성 째고: 문째바탕학습(PBL) , 프로책 

트 학습 퉁 창의력 쿄육 강화. 

2004년도애는 총 12개 룡합교육이 실시되었고 이중 

5개 흉합교육(혈액학， 내분비학， 신장요로학， 소화기학， 

신청계화)에서 PBL융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 1월얘 용합교육 주관교수님율 모시고 

’용합교육과청 명가휘크숍’융 개최하여 용합교육 내용 

및 진행에 대한 앞으로의 방전방향율 모색하였다. 

인성， 인문사회의학 교육강화 원칙애 따라 2003학년 

도 1학년 교과과갱4로 첫 실시되었던 환자의샤사회 

1 , 11 의 교육내용융 보강하였고， 2004학년도 2학년파 

정으로 ’의학과 인운사회， ’환자와 질병의 소주재가 포 

함된 환자의사사회 m이 시행되었다. 

2학년에 교과목으로 신설된 환자의샤사회 W는 기 

본엄상수기강화 원칙에 따라 ’연답2’， ’신체검진’과 ’임상 

수기집충교육’의 소주재훌 포함하였다. ’연답2’는 ’연담 

1’에서 진일보한 단계로 의사로서 환자훌 대하는 기본 

기슐파 문제해결 기슐 습특융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었 

다. 이훌 위하여 의학교육실에서는 우리나라 실갱에 맞 

게 각색한 연답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로 다혼 연당기 

법융 채공할 수 있는 10연의 연담 비디오훌 재작하였 

다. 연답2 수업옹 기본강의， 소그룹 활동(role-play) ， 연 

답 비디오시청 퉁 다양한 교육방법율 이용하였다. 신체 

검진용 전체 학생율 10711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에 

펼요한 신쩨검진수기교육융 집중척으로 실시， 명가하였 

다. 이에 필요환 인체모형 기자재률 확충하였으며， 수 

기수행의 표준화훌 위하여 각 수업과 관련된 수기실습 

비디오(심혈관계， 호홉기계， 척추/사지， 피부， 두경부， 

눈， 혹부， 여성생식기} 8연율 째작， 수업에 이용하였다. 



떠 교육현황 

φ 교육휠동 

개워크숍 

일자 

2004. 5. 20--21 

2004. 8. 12 

2004. 12. 16 

2004. 12. 21-22 

2005. 1. 21 

제목 

재 10차 PBL Tutor Training Workshop 

채11차 PBL Tutor T때따19 Workshop 

표준화 환자훌 이용한 연당3 시나리오 

개발워크숍 

째12차 PBL Tutor Trai띠ng Workshop 

흉합교육과정 명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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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관부서 대상 

의학교육연수현 의학교육실 서율의대 교수 

종합실습실 의학교육실 서율의대 교수 

외학교육실회의실 의학교육실 연당3 주판교수 

의학교육연수원 의학교육실 서융외대 교수 

보령채약 1회의실 의학교육실 통합교육책임교수 

나) 학회 및 심포지엄 

일 자 

2004. 3. 16 

2004. 4. 9 
2004. 5. 27-29 

2004. 11. 19--20 

2004. 12. 3 

2004. 12. 7-10 

2005. 2. 18-19 

2005. 2. 22 

2005. 2. 23 

다) 수업 운영 

일 자 

2004. 3. 3-12.15 

2004. 3. 2--12.21 

2004. 6. 2-- 6. 9 

2004. 7. 1- 7. 7 

2004. 8.16- 8.18 

2004. 11. 4--11.18 

2004. 12. 3--12.15 

2004. 12.27--28 

2005. 1.17-- 1.20 

2004. 5. 4- 8 

쩨 

체1차 임상싱습 교육개선 새미나 

E응 -. 

표준화환자 훈련용 시나리오 개발 워크숍 
체15차 의학교육합동학슐대회: 의학쿄육에서의 의사소흉교육 

체16차 의학교육합동학솔대회: 교수개방 

채1차 CPX 심포지엉 

채2차 아시야대명양 의학교육 ∞ruerencc: Assessment πPS 
(참석자: 이용생， 죠태준， 박중신， 이성아) 

표준화 환자 훈련용 개발 워크숍 
의학교육에셔 혹갱평가이롱의 활용 워크숍 

의과대학 인청평가 교수 워크숍 

재 묵 

환자의사사회 1, " 
환자-의사·사회 m, rv 
혈액학(PBL) 

내분비학(PBL) 

신장요로학(PBL) 

소화기학(PBL) 
신경계학(PBL) 

임상수기 집중교육 

임상수행능력명가(CP지 
사회와의사 

대 싱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장 소 

본현 A 강당 
의학괴육연수원 

울산의대 

대전유성호앨 

본원 C 강당 
싱가풀，싱가훌국럽의대 

의학교육연수씬 
고려의대 

대전 유성호웰 

책임교수 

김용식 

이융성 

신희영 

양세씬 

한진석 
이효석 
이팡우 

권성핵 

김연수 

생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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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소쭈제 강 사 시 긴 

활력징후 및 싱혈관째풍 강현찌 10월12일 l시-4시 

효홉기계 임채춘 10월19일 l시-4시 

척추/사지 장용순 10월26일 1시-4시 

유방 노홍영 11월 2일 1시-2，시 

피부 은회철 11월 2일 2시-4시 

신체검진 
이과/비과/두정부 장션오 11훨 9일 l시-4시 

-‘‘t" 김성훈 11월16일 l시-4시 

획」쥬 김융준 11월23일 1시-4시 

남성생식기 손환철 11뭘30일 l시-2시 

여성생식기 김채원 11월30일 2시-4시 

신생아/어린이 박준통 12월 7일 1시-4시 

신경계 이상건 11월14일 1시-4시 

@기타활동 

내 용 이톨 기 긴 

엉 원 대한의사협회 사이버의학연수교육 실무위원 신확섭 2003.10. -2005. 12. 

엄 현 기획 소위원회(위원장: 유근영) 신화성 2004.11. -

임 연 의과대학 충견교수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신좌성 2004.11. -

때널심사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과갱 개발 지현 신좌섭 2004. 5. 

때널심사 학슐진흥재단 지방대학 육성 지왼 신싹섭 2004. 5. 

출 강 표훈화환자륨 이용한 시나리오 개벌 워크숍 신좌섭 2004. 4. 9 

춤 강 고려의대 : 의학교육-전이 신화섭 2004. 6. 2 

출 강 고려대학교 안앙병원: 사이버교육의 활용 신좌성 2004. 6. 29 

출 강 서융의대 신임교수 워크숍: 임상수행평가 신화섭 2004. 9. 3 

출 강 전국의대 신임교수 워크숍: 임상수행명가， e-leaming 신확섭 2004. 9. 14 

춤 강 고려의대 환자-의사-사회 교육파갱 개발 워크숍 신화성 2005. 1. 28 

충 강 재1차 표훈화환자 훈련교수 개발 워크숍 신화성 2005. 2. 18 

출 강 제92차 전국의대 신임교수 워크숍 신화성 2005. 2. 24-25 

주제발표 의사협의회 사이버연수원 심포지엄 신화성 2004. 6. 26 

주제발표 재1차 CPX 심포지엄: SP 명가의 정확도 신화성 2004.12. 3 

주채발표 국립의대 학장회의: 환자의샤사회 쿄육과정 신화성 2005. 2. 4 



연구소벌 편활 및 주요훌훌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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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연구훨 (Medica1 Research Center) 

OJ 개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용 의학 및 의학교육의 발전 

과 국민보건 향상융 위하여 의학 빛 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판련 사업을 수행할 목척으로 기존의 서율 

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와 서율대학교 의과대학부껄 7 

개 연구소(떼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체혁과학노화연구 

소，신갱과학연구소，의용생체공학연구소，환갱의학연구 

소， 심장연구소)훌 통합하여 1994년 3월 셜립되었다. 

1997년 2월얘는 방사선의학연구소， 알레르기임상연역연 

구소， 내훈비대사영양연구소 및 유전자이식연구소가 중 

셜되었으며 ， 2002-2004년에는 장기이식연구소， 현자력 

영향역학연구소， 인간행동의학연구소， 류마티스연구소 

및 피부과학연구소가 중셜되어 모두 1깨 연구조직으 

로 확대개편 되었다. 

2004년 12월 현재 겸직교수연구핀 154명， 상근연구 

원 84명(책임연구원 2명， 선엄연구훤 22명 ， 연구원 60 

명)， 객원 및 위탁 연구원 31명 ， 보초연구월 70명의 인 

력이 연구활성얘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산하 연구소 

가 독자척인 연구률 수행하면서 다혼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쩨계용 구촉하고 었다. 

떠 주요활동 

• 대학본부지원 통합연구소 연구비의 집앵 및 관리 

· 산하연구소 연구 및 용역사엽에 대한 총괄척인 지 

현 및 충앙판리 

• 산하연구소 학술활동 및 우수 학슐지 게찌지원 

• 급여충앙관리 풍의 지원 사업 빛 의학연구원 홈패 

이지훌 이용한 연구지원 갱보의 풍유 

· 산하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기 공동활용 유도 

• 의학연구웬의 운영과 발전방안 수렵융 위한 갱기 

척인 운영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개최 

· 정기쩍인 자쩨명가를 흉한 산하 연구소의 활성화 

• 원 장 : 王圭t 교수 
• 부현장 : 후IH! 교수 

떠 조직 및 주요 연구분야 

(1) 인구의학연구소 

- 소장 : 교수 文信흥 (산부인과학， Tel: 02-760-2용4) 

@주요활동 

• 률임충의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 수청농 명가와 난 

자똥철 연구 및 교육훈련 

• 인간배아 줄기세포 확립과 세포주 용행 훈영 

· 세포치료훌 위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분화 연구 수행 

.BT분야 공풍기기실 구축 및 운영 

· 유전철환의 분자유천학 연구와 진단법 개벨 

· 생식 이상 질환의 분자유전학과 확상전 유전 진단 

연구 

· 생식건강증진 연구 및 론돔의 안천성 명가에 판한 

연구 

@ 연구실적 

가) 학술지 빨표 

13 

나) 연구비 수혜현황 

1. 문신용. 인간전분화농 줄기세포의 확립 및 세 

포주 온행운영， 과학기술부 

2. 문신용.BT분야 공동활용장비 구축 운영 ， 과학 

기슐부 

3. 오션경. 고령산모에 있어서 양수 세포용 이용 
한 태아의 염색체이상 발현 빈도， 젠틱스 

4. 한갱호. 박상화. 론돔 포장 방법에 따용 보존성 

연구， 유니더스 

다) 학술행사 

1. 훌임세미나， 뼈4. 3. 7. 서율의대 동창회관 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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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므
 
” - 논

 
10. 강경화 • 월멸밀 · 이병석 · 강순엄 • 장용란 · 배상규 • 
박인애·전종판·지병철·구숭엽·서황석·김석현· 

김청구 · 효쇠￡ 한국인 자궁내막종 환자얘서 p53 유 
전자 α잉Ion 72 다형성 양상. 대한산부회지 2004; 
47(8):1540-1544 

11. 효혈및， 김용주， 이미란， 손영수， 최 진， 황도영， 전종 
판， 지병철， 코효멸， 선효설， 좌쉰뾰， 김청구， 효쇠옳. 
한국인 협우병 A의 Factor VJII 유전자 변이 양상. 대 

번호 
a 
Z 

한산후회지 2004;47(10):1975-1981. 
12. 김회션， 설빼윈， 안회진， 오션정， 쪼슐업， 질갚뾰， 휠멸 
밍， 김갱구， 효쇠효. 양수 새포훌 이용한 인간배아줄기 
쩌포의 배양. 대한용엄학회지 2004;31(4):261-271. 

13. 로효멸， 김총원， 김헌， 지병철， 죄효설， 휠뾰밑l 김갱구， 
효쇠효， 이진용， 좌갤뾰. 호르몬대체요법이 DNA 산화 
척 손상에 미치는 연향. 대한혜정학회지 2004;10(3): 
182-188. 

(2) 감염병연구소 

- 소장 : 교수 줬왜-(기생충학， Tel: 02-740-8342) 

φ 주요활동 

· 국내에 분포하는 감염성 질환의 유행 상황 와악을 

위한 역학조사 및 진단법 개발 

· 국내외에서 연구 필요성이 인청되는 감염성 질환애 

대한 진단， 치료 및 기타 기초적인 면역학적， 분자 

생율학척 연구의 수앵 및 사회교육 

·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의 국내외 보급 및 감염병 

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및 보급융 추진하며 이를 위 

한 국채기구와의 협력체계 및 갱부기관과의 협조혜 

재률구축 

·말라리아，아프리카수연병， 리슈만연모충중，주혈홉 

충중， 결핵， 나병 풍 혈대풍토병， 토양매개성 연충， 

국제학술지 

번호 논
 

." 
ir 

1. Lec K-H, Cho M-) , Yamaoka Y, Graham DY, Yun 
Y-], Woo S-Y, Lim C-Y, Ko K-S, Kim B-], ]ung H-C, 
Lee W-K, Rhce K-H, K∞k Y-H. Ala띠ne-thr∞띠ne 

polymorp비sm of Helícc뼈c{er pyJori RpoB is 
correlated with dJffcrcntial induction of interleukin-8 

in MKN45 cel1s. ) Qin MicrobioI 2004;42:351용3524. 

2. Han E-T, Song T-E, Park )-H, Shín E-H, Guk S-M, 
Kim T-Y, Chal J-Y. Allelic dimorphism in the mero

zoite s따face prαein--3a in Korean isolates of Pl3.s
nχ뻐때 끼쩌x. Am) Trop Med Hyg 2(뼈;71 :745-749. 

3. B-) Kim, S-K Hong, K-H 나e， Y-J yun, E-C Kim, Y김 
Park, G-H Bai, Y-H K생(. DiπermtiaJ Identification 
of Mycobactenum tubeπul∞is Complex as피 Nontu
beπ띠ous Myco벼C1ería by Duplex PCR Assay Using 
the R!'\A polymerase Cene (πx>B). ) clin Microbiol 
2004;42:13얹1-1312. 

AIDS 풍 해외에서 운채가 되고 있는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국제척인 판리 및 예방 사업에 동참 

· 기생충 검사 : 서융대학교병원융 비롯한 전국 각지 

병의훤의 의뢰 검사， 대변검사， 말라리아 검사， 혜포 

자충 검사 및 EUSA 협챙검사(유구냥미충， 스파르가 

눔， 폐흉충， 간홈충 검사) 

· 톡소포자충에 대한 분자생용학적 연구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 

@연구실적 

가) 학슐지 발표 

야
한
 

구
 6 

여
ι
 

주
 

부연구논문 

번호 논
 

己호
 

4. Kwon Y], 입m 0-), Kim JH, Pa rk C-G, Cha C-Y, 
Hwang E-S. Human cytomegalovirus (HCMV) infection 
in ∞te∞arcoma ceU line suppreSS<.."'S GM-αF pro
duction by indu띠on of TGH-b. Microbiol Immunol 
2003;47:959-968. 

5. Hong S-K, Kim B-), Yun Y-), Lee K-H, Kim E-C, Park 
E-M, Park Y깅， Bai G-H, K，∞k Y-H. ldentification of 
Myα)òaααi띠n tuberc비'osis by PCR-파lked rcv윈"sc 

hφ꺼이Z3tion 따ing s야깅fic φ08 oli땅lUdeαide 

prol야::5. J MicrφiologicaJ Meth여s 2004;59:71-79. 
6. Ko KS, κm ]-W, Kim ]-M, κmW， 디lUng S-I, 때m 1], 

Kook Y-H. p.φulation structurc of the 8aciUus cereus 

gαIp as delermmed by sequence anaJysis of six 
housekeeping genes and the plcR gene. Infe<파。n& 

lmmurùty 2004;72:5253-5261. 
7. Chaj J-Y, Park J-H, Han E-T, Shín E-H, Kim J-L, Guk 



cSNP 발굴 
다)학울행사 

1. International αmena따n Symposium(장수환야 

세계 석학 초청 국제 액세인 심포지엄) 2004. 

10. 08. 순창군민 종합복지회관 

2.Di엉， H없Ith and ωngevity(2004년 한국 노화학 

회 추계 학술대회) 2004. 11. 11. 셔융대학교 의 

과대학 본관 3충 대강당 

(4) 쩨연구소 

- 소장 : 교 수 .~ 九 (내과학， Tel: 02-2072-2391) 

φ 주요활동 

· 결핵의 발병에 판련된 유전자 탑씩， 난치성 예결핵 

의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 수행 

논 o 
한: 

1. Jan SH, 앓이 π， 찌m CH, Y，∞ CG, Kim YW, Han 

SK, Shim YS, Lee Cf. Additive effect of TRAlL and 

p53 gene transfer on ap야xosis of human lung 
cancer ceU lines. Int J Mo1 Med 2004;13:181-186. 

2. Kim CH, Lee K-H, Lee C-T, Kim YW, Han SK, Shim 
Y-S, Y∞ C-G. Aggregation of B2 띠tegrins aaivates 
human neutrop비J5 through the lkBll\'F-kB pathway. 
J l.eukocyte Biol 2003;75:286-292. 

3. Yirn J-j, Ding L, Schaffer AA, Park GY, Shim Y-S, 
Holland SM. A microsarellite po1ymorphism in intron 
2 of human Toll-like receptor 2 gene: funαionaJ 

imp1ications and racia1 dilTer윈1ces. FEMS Immuno1 & 

Med Mìcrobiol 2아>4;40:163-169. 
4. Park K-H, Lee MS, Y∞ C-G, κm YW, Han SK, S비m 

Y-S, Kim S-K, Wang Kζ， Cho B-K, Lee C-T. 
Appbcation of p27 용ne tberapy for human 
malignant g1ioma poten띠t어 by using mutant p27. J 
Neurosurg 2004;101:505-510. 

5. Lee C-T, park K-H, Yanagisawa K, Aφchi Y, Ohm 
jE, Naφf S, Dikov MM, α피el DT, Carbone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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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암의 조기 진단에 대한 연구， 혜암의 분2얘물학 

척 방병 기천에 대한 연구， 혜암의 유전자요법융 비 

롯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 급성혜손상의 기전 및 치료얘 대한 연구 수행 

· 만생빼쇄성혜질환의 방병에 관련된 유전자얘 대한 

연구수행 

· 빼용척 축소슐 및 예이식얘 대한 연구 수행 

· 기타 미만성 간질성 찌질환융 비롯한 희귀 효홉기 

질환애 대한 연구 수행 

@ 연구실척 

7}) 학술지 발표 

4 

번호 논 무
 
-

Combination therapy with cor애itionaJJy replicating 
adenovírus 뼈 R에ication defC(피ve adenovirus. Cancer 
Research 2004;64:6660-6665. 

6. Choi C-M, Um S-W, Y∞ C깅， κm YW, Han SK, 
Shim Y-S, Lee C-T.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delayed pneumothorax after traosthoracic needle 
biopsy of the 1ung. chest 2α)4;126:1516-1521. 

7. Um S-W. choi C-M. Lee C-T. 찌m YW. Han SK. Shim 
Y-S, Y∞ C-G. Prospective anaIysis of dinical 
characterlstics 없'Id risk faα。rs of postbronchoscopy 
fever. Chest 2004;125:945-952. 

8. 냐e HS. Oh ]Y, 냐e jH, Y，∞ CG, Lee C-T. Kim YW, 
Han SK. Shim Y-S. Y띠lJ-J. Response of p띠monary 
[ubeπu10mas to anti-tubercuJous lreatment. 당1( Respir 
J 2004;23:452-455. 

9. Lee K-H, Hwang Y-H. Lee C-T. Kim YW, Han SK, 
Shim Y-S, YOO C.G. 까le heat-5hock-induccd sup
pression of the lkBlNF.kB cascade is due to inacti
V3tion of upstream regulators of IKBa through insolu. 
bilization. Experi뾰때l α11 Reseatcll 2004;29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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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YH Chung, KM J∞， η Lee, DH 5hin, CI Cha. 
Postnatal development and age-relalcd changes in the 
distribullon of nítric oxíde synthemse-immunoreactive 
neurons ín the visual syStcm of rats. Neuroscience 
Leuers 2004;36(:):1-4. 

8. YH Chung, KM J∞， η 냥e， DH 5hín, CI Cha. 
Reactíve astrocytes exprcss PARP ín lhe cemral 
nerv，α15 system of SODG93A Lransgemic mice. Brain 
Resear며 2004; 1003: 199-204. 

9. Chung YH, J∞ KI씨， Nam 없i， Lee WB, Lee KH, Cha 
Cl. Regíon-specific alteraLions in ìnsulín-like growth 

번호 논
 

faClor-1 receplor in the central neπous system of 
nNOS knockout mice. Brain Reseaech 2004;1021: 
132-139. 

10. t여 j∞， YH Chung, CM 5비n， YJ Lee, CI Cha. 
Region-spe잉fic alteraLions of neu rona 1 nítric oxíde 
와nthetase (마OS) 엉pression ín the amygdala of the 

agcd rats. Braín Reseat디 2004;9S’:231-236. 
11. M-S Kìm, 깨 Ha, J5 Kwon. NeuroIo횡cal abnonnalíLies 

ìn schízophrenía and obsessive compulsíve disorder. 
Currcm Opíníon ín Psychiatry 2004;17:215-220. 

(6) 의용생체공학연구소 

- 소장 : 교수 朴允짧 (의공학， Tel: 02-2072-3135) 

@주요활동 

• 순환계 인공장기 시스댐 개발 

• 신개녕 생체계측 시스댐얘 대한 연구 

· 바이오칩 제작 및 용용에 대한 연구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발표 

부연구논문 

국제학흩지 

번호 논 
<:> 
ir 

1. JOO 5, Yang YS, M∞n WK, Kim IIC. Computer-aíded 
dlagn∞is of s이id breast n여ules: use of an arLificíal 
neuLral network based on mulLiple sonc짱-aphíc 

features. IEl다 Transactions on MediC'31 Irnaging 2004; 
23:1292-1300. 

2. Boo H, Park 5, Ku B, Kim Y. Park ]H, Kim HC, 
Chung m. lonic strength-controlled viv때J area of 
mesoporous plaLinym electJ여e. J Am Chem soc 
2004;14:4524-4525. 

3. H얘ng ]Y, Byun S-5, Oh 5-). Kim HC. NoveJ 
31g。꺼l매n for improveing accuracy of 비Lrasound 

measurement of resídual urine volume accordíng to 
bladder shape. Urol앵y 2004;64:887-891. 

나) 연구비 수혜상황 

1. 김희찬. 휴대형 자동 넘어짐 감지기 및 운동량 

추갱 시스댐 개발， 한국전자용신 

2. 민병구. 복합혈액펼터의 공학적 해석연구 및 

제풍생농명가，보건복지부 

3. 이융신. 빼지 간세포의 폴리， 배양 및 냉동보존 
기술의 확립， 보건복지부 

번호 논
 

<:> 
ir 

4. Ryu M, Kim )D. Mín BG. Robust templ3te-rnalchìng 
measuremems for variaLions of signal amplílu이e. opt 
Eng 2004;43:482-488. 

5. J Chung. Kim WE. Lee .D. N때1 KW, Choí J. Park ]W, 
Choí 5W, Park CY, Sun 5, Min BG. Assessment and 
비lprovemem of the 원stem efficiency for the moving
acrualor type bíventricular assist devíce. A1디ficial Organs 
2004;28:549-555. 

6. 5hin J5. 5un K, son HS, Kim .뻐， Kim κf， Ahn 55, 
Park 5Y. Rho YR, Lee H5, Mín BG. A precli띠C'31 

C'3daver lìltlng sludy of inlplantablc bívcnlricular assist 
device-AnyHeart TM. 1m J Artif organs 2004;27:495-

500. 



(9) 유전지이식연구소 

• 소장 : 교수 짧廷훌 (생화학， Tel: 02-740-8246) 

φ 주요활동 

· 스트혜스 판련 유전자의 환자생물학척 연구 

• 유천자이식 적충 기술융 이용한 철병모델 생취의 

개발 

· 새로운 유천자이식 척충 기슐의 개방 

· 장기이식율 위한 유전자이식 대동률의 개발 

· 유전자 교갱을 위한 진단법 및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 

@연구실척 

가) 학술지 방표 

1 
냐
야
 

반
 

n 
닙

T
 

국제학술지 

번호 논
 

c 
tr 

1. JM κm， JC Kim, WC Park, J-S Seo, HR α1308. Effe。
of thermal precondi디α비19 before excimer laser 
ph()(oablatioo. J Korean Med sci 2004;19:437-446. 

2. F Hong, J 냥e， η Piao, YK Jae, Y-J Kim, C α1， J-S 
Seo, YS Yun, CW Yang, H Ha, SS Kim. Trans용nic 

mice overexpressing 야clophiHo A are resístant to 
cycl어X>rin A-빠duced neptuαoxicity v때 야다ídyl

prolyl cís-trans isOmerase actπity. BBRC 2004;316: 
1073-1080. 

3. K-W K1m, Y-J Suh, W-Y Park, )-H Jhoo, 다Y Lee, J-C 

Youn, K-H Lee, J-S 옳0， J-I W，∞. 앙10line aceryl
transferase G+4A polymorp비sm confer a rísk for 
Alzheimer's disease in ∞K엉t Wilh apolipoprotein 

의학연구월 . 403 

나) 연구벼 수혜상황 

1. 서갱선. 풍륙아 민족 기능성 게놈 사업， 과학기 

슐부 

2. 서갱선. 이동전화 주파수 전자파애 대한생체영 

향연구개발，갱보용신부 

3. 박선양. 한국인 당단액 유천자 다형성과 심혈 
관질환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4. 박션양. 제대형 기반 질뱅위험도 예촉용 DNA 

첩 시스댐 개발센터， 보건복지부 

다)학술행사 

1. 재2회 질환유천자 탑색융 위한 집단유전자 워 

크삽， 2004.1.30-2,1 서율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 질병예흑 DNA칩 센터 개소식 및 재1회 일천 

분자의학 심포지용， 2004.11.3 서율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번호 논 
a 

-
ι
 Ee4. NeufOSClence 2004;366:182-186. 

4. )-S 용0， H Chong, HS Park, K-O Y∞0， C Juog, 11 
Kim, JH Hong, H Kim, 꺼 Kim, )-I Kil, CJ park, H-M 
아1， J-S Lee, SJ Jin, H-W Um, H-J Lee, S-J Oh, JY 
찌m， HL Kang, SY Lee, KJ Lee, HS Kang. 까le 

genome sequence of lhe ethanol앵:eníc baαerium 

Zymomonas mobi따 강44. NalUre BiαechnoIogy 2004; 
10:1여용1045. 

5. J응 냥e， J-J 냐e， J-S Seo. HSP70 deficiency r엉버ts in 
activa따1 c:i c-jun N-tenπnal 때nase， extraα~l띠ar sigr월J

regulated kínase, and caspase-3 in hyperosmolarity
induced apoplC없. ]BC 2004;8:6634-41. 

(1이 내분비대사영양연구소 

- 소장 : 교수 후弘찢 (내파학， T，리 : 02-760-2266) 

(11) 알래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 소장 : 교수 金有훌 (내과학， Tel : 02-760-2경2) 

@주요활동 

· 기관지천식의 방병기전과 연역 체계 이상 규명， 기 

생충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전 연구 및 DNA 

vaccination, inununostimulatory sequence oligonu

deαides 퉁 연역초절 기능율 이용한 알레르기 및 

연역질환 치료법 개발. 

• 알래르기 및 연역 질환의 원인의 유전자 수준에서 

의 규명， 국내얘서 충요한 알혜르겐 분석과 유전자 

훌 훌로닝에 의한 재조합 알혜르겐의 제조. 

• 알혜르기 빛 연역 질환의 병리 조직학혀 연구훌 룡 

환 병리 기천의 이해， 기관지천식에서의 기도 개형 

의 병리 기천 및 알혜르기 영중 반용에서 호산구와 

다흩 세포간의 상호 작용 연구. 

· 알레르기 쟁환의 발생에 판한 유천 및 환경척인 영 

향 훈석 및 의료갱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2. 까le 2nd IICIR.2004년2월9일-13일 서융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진단방사선과 회의실. 

3. 유방영상진단. 2004년 3월 21일 서융대학교진 

단A，B 강당. 

4. Uroradiology 2004.2004년7월4일 서율대학교병 

원 진단방사선과， 한국방사선연구재단. 

5. 상복부초용파진단학. 2004년9월 4일-5일.서울 

대학교병현 임상제1 ，2강의실. 

6. πle 2nd Seoul Intemationa1 Symposium for 

국제학슐지 

번호 논 므
 ι 

1. Chung JW, Y∞n C), Jung Sí, Kim H-C, 냐c WL, Kim 
Yl, Jae HJ, Park JH. Acute iIiofemα-al deep vein 
mromOOsis: Evaluation of underlyíng anatoffilc abnor
malities by spiral cr venography. J Vasc lmerv Radio1 
2004; 15:249-256. 

2. Chung MJ, G∞ JM, 1m J-G, Lee KS, Kirn KG, Park 
]H. cr pe버lsion irnage of lhe lung. Invest Radíol 
2004;39:633-640. 

3. 냥e， ]M, 없피n H, Han JK, Y，αJO BJ, Kirn SH, Choi 
Bl. Dual-probe radiofrequency ab1ation - an in vitro 
experimental study in bovine Hver. Investigative 
없이01앵Y 2α>4;39:89-96. 

4. G∞ ]M, Choi J-Y, 1m J-G, 냐e HJ, Chung MJ, Han 
D, Park SH, Kirn JH , Nam S-H. 타fea of monitor 
luminance ar잉 ambient Ii양1t on observer perfoonancξ 
in soft-copy reading of digital chest ra이ographs. 

Radiology 2004;232:762-7~. 
5. Kim H-C, l.ee ]M, 50n 뼈， Kim SH, I.ee KH, “m 

KW, Lee M, H뻐 ]K, α。i BI. Gastrointestinal 양omal 

tumors of lhe du여enum: cr and barium study 
Andings. A]R 2004;183:41돗419. 

6. αlOi SH, Han ]H, Kirn SH, I.ee JM, I.ee 암-1， Kim YJ, 
An SK, Choi BI. InrussU5Ception in adulLS: From 
sωmach to reαum. AJR 2004;183:691-698. 

7. Houk JH, I.ee JM, Kim CS. MRl for delcction of 
hepatocellular ca며noma: comparison ci mangaf여ipir 

Lris여ium and gadopentetate dimeglumine contrast 
agenLS. AJR 2004;183:1049-1054. 

8. Kang H-S, Han 빠-1， Kwon B-J, Jung SI, oh C-w, 
Han DH, Chang K-II. Postoperatlve 3D angiography 
ln intracranial aneurysms. Am J Neuroradiol 2'뼈; 

25:1463-1469. 

의학언구월 .405 

CAD.2004년7월9일-10일.서울대학교병원 입상 

의학연구소강당. 

7. 깨e 14th Intemationa1 Seou1 Radio10gy S까n

posium-P어ia띠C 빼ology.2004년9월19일.서 

율대학교병원 임상제1강의실 

8. 꺼le 1st Seoul Nationa1 University H∞pit띠 

MDCT Symposi빼.2004년10월23일.서융대학교 

병훤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번호 논
 

-
-
ι
 

9. J띠 GY， I용 JM, l.ee YM, Han YM, um YS. Primary 
and 똥condary lung malignanαes trea와ted with P야e하r-
cut떠a때n‘eous radio아fr얻e여q예uencκcy a뼈b비l너atiαon: Ev얘a떠Ilωua때tion wíth 
fol이씨llow-u뼈lψp helícal cr. A.서JR 2004;씨;1뻐83:히:10이1η3-10야2잉0α . 

10. κm H-C, I.ee JM, Kirn SH, Kirn KW, l.ee M, Kirn Y], 
Han ]1<, O!oi BI. Prlmary 용strointestínal stromal 
tumors in Ihe omenturn and mesentery: cr fìndings 
and pamol。밍c ∞rrelations. A]R 2004;182:1463-1467. 

11. 찌m KW, choi BI , Park SH, Kirn AY, Koh YH, 냐e 

I뀐， H뻐 ]K. Pyogenic hepatic axscesses: distinctivc 
features from hypov잃띠ar hcpatic malignancies on 
contrast-enhanced ultrasound wíth SH U 508A; early 
experience. U1trasounf in Med & Bíol 2004;30:725-733. 

12. ChoiSH, Lee JM, Lce 암-1， Kirn SH, Kim η， An SK, 
Han JK, αloi BI. Relationship between 째끼ous 

patterns of transíent incre싫ed hepatic attenuation on 
cr and portal veín throm∞sis related to acute 
다10Iccy앙i따. Am J Roentgeno1 2004;183:437-442. 

13. Y∞n 디， αlyng ]W, Park JH, 찌rn Yl, Lee 암-1 ， 

]eong JM, paeng JC. Transcameter arterial embolíza
lÍon wíth 188Rheium-HD다labeled i여ized 이1 in rabit 
vx깅 üver Tumor. J V:잃c Interv Radíol 2004;15: 
1121-1128 

14. Kim SH, Lee JM, Han ]K, Brandl H, Choí BI. 
Volumetric αmtrast 따I3ging in bile duα sonography: 
Technol앵y and early c1J띠cal expe꺼ence. A]R 
2004;183:1602-1604. 

15. Park SH, Choí BI, Han JK, Y∞n CJ, I.ee ]W, 짜m 
SS, Han H. Volumetrlc tumor measurement using 
three깅imensíonal ultrasound: ln vítro phantom study 
on mcasurement acωracy under various scannlng 
∞때Jtions. U!trasound in Med & Bí이 2004;30:27-34. 



번호 논 문 

Park, OJ Han, SC Kim, C Ahn, JY κm， ES Hwang, 
CY Cha, GL Szα， 뻐 Y∞n， CG Park. ι-6 protects 

pancreatic islet beta cells frαn pro-ínf1ammatory 

(1씨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 

- 소장 : 교수 쫓允玉 (예방의학， TeJ : 02-740-8322) 

@주요활동 

· 원전종사자 및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위협도 명가 

· 방사션의 생물학척 영향에 관한 기초척인 연구 

· 방사션장빼 방어 기슐얘 판한 의학척 연구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재암연구소(IARC)와 국째공동 

연구 

@연구실척 

가) 연구비 수혜상황 

1. 안윤옥， 서율지역 암 퉁륙사업， 보건복지부 

2. 안융육， 총천션로 주변의 전자화 인혜영향에 대 

한 역학조사 연구， 산업자현부 

3. 안융육， 역학죠자연구 사업의 전략 · 방향성 갱 
립，보건복지부 

4. 유근영， 환자‘대조군 연구훌 이용한 한국인 여 

성 자궁갱부암 위험요인의 개인척 차이애 따른 

철병확훌추청，서융대학교병웬 

5. 유근영， GI5률 적용한 충주지 역 암코호트 갱보 

시스댐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6. 유근영， 한국형 다기판 암 쿄호트의 환자 역학 
척 연구를 위한 운영관리체계 개발， 암갱혹추진 

연구개발사업단 

7. 강대회， 한국인 유방암 발병에 있어 깨F-a ， 

ER-a 및 MπiFR의 역할에 관한 분자 역학적 

연구，보건복지부 

나)학슐행사 

1. 2003년도 원전역학조사연구 결과 및 2004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심포지용 개최， 2004년 1월30 

일부터 1월31일까지， 대전리베라호탤 

2. 2004년도 원전역학초사연구 결과 및 2005년도 

연구계회게 대한 심포지용 개최， 2005년 1월22 

일 대전혜전드호탤 

의학언구월 .407 

번호 논 문 

이tokines-i떠uced cell death a.r잉 functional in뼈따nent 

in in vitro and in vivo. Transplant Immunology 2004; 
13:43-53. 

(1히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소장 : 교수金흉원 (정신과학， T，리: 02-2072-2204) 

CD 주요활동 
• 인간행동 연구률 위한 다학재간 인프라 구축 

• 철병행동의 생률갱신사희객 모헬에 대한 연구 

• 갱혜 신청심리 세미나 개최 

• 청려l 발달청신병리 써마나 개최 

. Post까aumatic 않ess Disorder(PTSD)의 이론과 실 

째 연수강좌 실시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발표 

나) 연구비 수빼상황 

1. 김용식. 아침형-저역행 (momingness- evening

ness)에 미치는 유전과 환갱의 영향 

(16) 류마티스연구소 

- 소장 : 교수 宋:*旭 (내과학， Tel: 02-2072-2234) 

@주요훨똥 

• 류마티스 질환의 유전척인 소인에 대해 관련 유전 

자의 polymorphism, 가계도 분석， 영씩체 분석 동 

의 다양한 기법률로 병인에 판계되는 유전척 병소 

훌 규명하고， 자가연역질환에서 벌견되는 자가항체 

중 환자의 진단과 예후 명가에 사용훨 수있는 자가 

항체률율 선별하고 분석 

· 조직풍확용 이용한 인공골 빛 인공연팔 생성연구 

· 중간업 률기세포률 이용한 물 및 관철연물 재생 

·얀공 판철 재료 개발 

• 바이오 반월상연몰의 조직풍학척 모헬개발 

· 손상된 반월상연물의 효과척인 치료 및 재생융 위 

한 다기능성 고환자 지지체와 연골막세포 또는 활 

액막 즐기 세포의 혹합화에 의환 조칙공학척 임폴 

란트모웰 개발 및 실용화 



2. 암연구소 (Cancer 

DJ 기능 

서울대학교 암연구소는 1963년 설립 이래 세계척인 

r앙J 전문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Harvard 의과대 

학의 Dana-Farber Cancer Institute훌 야nchmarking 하 

여， 암연구용 통한 암의 예방， 조기진단 빛 치료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의 개멜 및 시행， 사회척 국가적인 암연 

구 관리 체제의 확립，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목척을 두고 있다. 

암연구소는 공용장비실 둥 7개 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핵자기공명 분광기(NMR) ， 공초정래이저 훈석기 

(Confocal 냐ser Miσoscope) ， 유세포분석 촉정기 

(FCAS) 퉁 청단 연구용 정빌 연구 기기 820여 정융 보 

유하고 었으며， 혜척한 환경 속애서 연구애 몰두할 수 

있는 최신형 연구 공간이다. 

우리 연구소얘서는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석 · 박사 암연구원을 배출하고 었다. 

이 협동과정은 암의 퇴치훌 위해서 의대， 치대， 약대， 

자연대학의 학사학위 소지j많에게 종양생물학에 관한 

흉합척인 지식을 교육시켜 우리나라에서 총양생물학 분 

야의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며 인원현황 

ι‘ -‘- 장교 수방영주 
교 수 전용성 

교 수 정준기 
부 교 수강경훈 
부 교 수 강대회 

부 교 수송용상 
부 교 수양한광 

부 교 수 정훈효 

기 금부교수 김태유 

8K계약조교수 강주현 

기금조교수구자혹 
교 수국융호 

교 수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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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교 수김우호 

부 수김영수 

부 교 수김영태 

교 수김일한 

기 금조교수김채원 

교 수김철우 

교 수노동영 

부 교 수묵인회 

교 수박상철 

교 수박선양 

교 수박재갑 

교 수성명훈 

교 수성숙환 

교 수안효성 

기 금조교수양미회 

조 교 수 이동섭 

부 교 수 이동순 

기 금조교수 이청원 

기금부교수윤성수 

기금부교수융흥덕 

기금부교수우홍균 

조 교 수전양숙 

기 금부교수청재민 

교 수갱흥근 

교 수초병규 

교 수하성환 

교 수허대석 

신 입 연 구원 김상균 엄청효 진동훈 신계영 

잭 원 연 구 원 고성규 이영렬 흥선표 

연 구 원 이준철 김현화 김인숙 김용실 

보조연구원 

교육행정주사 

전기주사보 

기 능 직 

이지영 합혜선 김갱은 김민청 
김병모 서청선 융언정 흥숭우 
김정희 갱기원 인마순 권빼갱 
심미랑 김현진 허수정 이숙진 

안혜진 김창업 

김영익 

도한철 

장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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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갱 lûx퍼3live stre싫 anenuates 따n빼iated apopl∞섭 in )u뼈 T cells 따αl양1 
Bft-l induαion 

• 석 사 
성명 논 E c::i 제 목 학위휘특년도 지도교수 

팍미경 Expression of chemol이ne receJXOIS in human 얽stric car디nomas and cancer 2005. 2 양한팡 
cell 파，es 

김민갱 (A)Role of CD47 associated with cell death regulation in NK cell-me이aled 2α껴 8 허대석 
야tα。xidty of caocer cells 

신 용 (The)E-ca배lCrin-347 G-• GA promoter polymorphisrn and i압 effeα on 2아>5. 2 박재갑 
따nscri뼈。031 reg버alion 

오현갱 (꺼lC)타Tect of TI잉 (thyroid peroxiφse) gene transfection on ra이。i여ide 20C써 8 갱춘기 
kineliα in ARQ.NlS cells 

최혜앵 Exami03디。n d syner힐stic effi∞s of cancer cell death and the mechanism by 2005. 2 김철우 
αxnbirlCd treatmenl with cydohexirnide and C040 

홈성빼 MLH3 gem피ne mutations 띠 Korean hereditary nonpolyposis ∞loreaal cancer 2005. 2 박찌갑 
(HNP<χ)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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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ae Weon Ki!!!, Sokbom Kang, W∞ng )u, Sang Eμn 

Lee, Noh Hyun P하k， ~>IlR YonR SanR. soon Beom 
Kang, Hyo 뻐o Lee. Hypermethylation of MAGE 
gene family and CAG티 promα015 in 찍uamous c히l 

cardnoma of ulerine cervix. 1αh IGCS bienniaJ 

meeting, 텅inburgh， scαland. 2004.10.3-10.7 
28. Hyo-Pyo Lee, YonR-Sanll Sonll and Jae Weon Ki!!!, 

)ae-Wook κm， sur땅Eun r뻐nkoor예&， )띠멍-Eun νIok， 

Hyung M∞n， lI-Soopark, Ho-Suk Saw, Kyung-Hee 
Lee, My'αmg-Jin Jang, H외-Rim Shin and Kyu-Won 
)ung. Trend d mddence of Ulerine cervix cancer in 
Korea, 1993-2002. 1αh IGCS biennial meel.ing, E이n

burgh, Scodar녕. 2004.10.3-10.7. 

번호 논 c>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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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oon Beom Kang, Taek Sang Lee, S아φm Kang 
WαXlg )u, Sang Eun Lee, 1ae Weon κ!!!， r、~oh Hyun 
Park, yonR Sanll Sα1g， Hyo Pyo Lee. 끼lC role of 

따itron ton명'3phy in det∞ion d recurrenl ovarian 

cancer: retrospeαive re찌ew. 1αh IGCS biennial 

meetlng, E이nburgh ， S∞tland. 2004.10.3-10.7. 
30. Yona Sana soruz, S뼈)()m Kang, Mα)(l Hong κm， 

Woong )u, Sang Eun 야e， Seung Sook 냐e， In Ae 

park, Yong Beom Kim, 1ae W∞n Kim, Noh Hyun 
Park, Soon Beαn Kang, Hyo 에o Lee. Ep밟rmal 

growth faClor re<:eJXor expression in 31 ca앞s of 
vulvar can야r. 10th IGCS biennial meeting, E이n
α때h， Scolland. 2004.10.3-10.7 

31. Sang Eun Lee, 1ae Weon Ki00, Min-)eong κm， 

Sokbom Kang, W，αmg )u, Taek Sang Lee, N야lHyun 
Park, ~oruz Yoruz sang, soon Beαn Kang, Hyo Pyo 
Lee. Fea히bility of ∞nseπ3tive mana똥menl in the 
@힌lt of involved maJ핑n 뼈erlα끼p exdsion of 
cerYical cancerous Ie피011. 10th IGCS biennial meeting, 
텅inbur생1， scαlaOO. 2004.10.3-10.7 

32. 없‘bom Kang, ’ae Weon Ki!!!, NI빼HyunPark ， 쁘요 
올뿔효E띨， soon Beom Kar멍， Hyo Pyo Lee. Cydin 01 
polymorphism is 싫socialed wilh increased 꺼.sk of 
el념ometrial adenocaπinoma. AACR, Frontiers În 
Can야r Prevention Reseaπh， Seatle, WA. 2004.10.6-
10.10 

33. 쐐휠. The 얻le-efl때'OI1ßleDt ínteraction ci breast 
cancer, 바U뻐siry d cantlr닙se， Cantxidge, UK. ~뼈. 

34. 강대회. U:띠13ry P뻐 meta∞liles， Da띠sh Cancer 
Socicty, 야>enha뿜1， Denmark. 2004. 

35. 효뾰. Biomarkers of environmentaI P배 앉posure， 

Gerπ13n Cancer Cenler, G<.'IlTl3ny. 2004 
36. :쐐휠. cro용없iona.l sn잉y d biort당rkeπ m 

occu뼈tionaJ al녕 environmental healthlCfX Sate피le 

Meeψ18 on MoIcc버ar Epiderniol앵y， Porv.∞， Fi찌and. 

20C얘. 

37. 효돼보. Desi맑 issues of 10잉∞'genomics ， IαX， Hel
sinki, FinIar피1. 2004. 

38. 효돼휠. Preventive stra뺑es frαn 야 양ne-en뻐하 
menl interaction of breast cancer, AACR S야dal 

cor싸뼈x:e，Sea띠e， U$A, 2004. 

39. 효댄휠~ 1ñe 용m깐1깨oornent inlera며on of breast 
aπ:er， Nα'R， üttle Rock, USA, 2005. 

40. 효댄효 1ñe 함le-etl에oornent int없c:tion of breast 
cancer，Ru뺑S 바피뼈sity， New )ersey, USA. 2005. 

41. 쐐흰. The gene-env뼈vncnt inleraction of 뼈l 
cancer, 벼iversity of Texas MD Ar양t'S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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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과채영 지원기관 연구기간 
참 여 

연구월 

2 저산소애 의한 SpennidineJ S며mine NI-AcetyI 따nsfera.se 활생 기전: 학슐진흥재단 2003.06 - 전양숙 
Hypoxia-Inducible Faclor 1의 역할 2004.05 

3 H1F-l-조절 저산소 유도 유전자 검색 서율대학교 2003.5 - 전양숙 
암연구소 2004. 

4 Vi빼n 0, 유도체의 AML 세포에 대한 채내(in viv이 효과 검색 보건복지후 2004. 5 - 김병국 

2005. 4 
5 방사선치료 표준화 기반 기술 개딴 과학기슐부 2005. 3 - 김일한 

2007. 2 
6 악성교종애서 선행한 항앙화학·방사선치료 뱅용요법과 방사션치료 단 보건복지부 2005. 7 - 김일한 

독요법의 비교 2α>6. 6 
7 히스혼 탈아세협 효소 억채채의 방사션감수성 충강 작용 기션으로서 서융대학교병훤 2005. 4 - 김일한 

GνM 셰포주기 조절지정 규병 및 p53 활현의 영향 분석 2α>6. 3 
8 한국세포주용행 한국과학재당 2004. 9. 1- 구자혹 

2005. 6.30 
9 인혜대장암세포주얘서 방사션죠사 및 항암제처리의 민감도와 연관된 한국과학찌단 2004. 9. 1- 구자혹 

TGF-beta와 RUNX3유전자의 신호천달조절률질 판련 유전자발굴연구 2005. 8.31 
10 인째대장앙채포주에서유전자프로모터 부위 과때틸화와 유전자 발현소 학슐진흥재단 2003. 7. 1- 구자륙 

실에 판한 연구 2004. 6.30 
11 Real-limePCR융 이용한 협장유전자 때털화검사의 빼암수술후 재1활조기 서율대학병원 2003. 7.- 김영태 

진단에의 유용성연구 2004. 6 
12 식도암조기진단법으로서의 조직유전자에힐화검사에 판한 연구 서율대학교 2003. 6- 김영태 

2004. 5 
13 이총장기 이식 거부반용 억채률 위한 내피 및 상피새포의 조철 과학기슐J흙 2004. 6- 김영대 

2005. 3 
14 고집혀 tissue array훌 이용한 위암/간암 판련 유션자 발현의 임상척 과학기술부 2004. 4. 1- 김우호 

검충 2005. 3.31 
15 급성 꿀수성 액혈병 치료재로서의 vítamin 03 유도체 개발에 관한 보건복지부 2004. 5- 이영혈 

연구 2005. 4 
16 째대혈 초혈모째포의 엄상용용 기술개발 과학기슐부 2004. 5- 이영열 

2005. 4 
17 앙방생 위험인자에 대한 인지 및 건강생활습판실천에 대한 조사 서율대 암연구소 2004 깅우효 

18 자궁경부선앙애서 CpG islar녕의 과에철화 양상얘 대한 연구 서율대 암연구소 2004 김재씬 

19 두경부종양세포에서 COX-2djrwpwpdhk 꿈 inenerence법에 의한 서율대 암연구소 2004 성명훈 

COX-2억재의 항암효과 바교률 흉한 COX-2 억제재의 작용 기션 연구 
20 위장판간질성총양의 유전자 발현 용석융 용한 예후 및 항앙제 반용도의 서융대 암연구소 2004 햄팡 

빼축 

21 동융모댈애서외 급성기 만생룰수성백협명 세포주에 대환 뻐AC 서율대 암연구소 2004 윤생수 
비úbilα의 치료 효과 규명 및 HDAC inhibllor 처리에 따흔 유전자 발 

현양상분석 
22 저산소전사인자의 조절효소인 byp뼈a prolylhφo째ase (HPH)와 컬합 서율대 암연구소 2004 윤흥덕 

하는 단빽질의 생율학척 기능 연구 

23 Epstein-Baπ virus에 감염된 위암의 치료법 개발 서율대 암연구소 2004 이유마 

24 자외선 조사얘 따른 p38 MAP ki따se신효천달계 활성화의 기션과 그 서율대 암연구소 2004 전용생 

기능에 관한 연구 



@ 연구 기자재 

연구 수행애 멸요한 204종 339개의 기자재가 확보되 

어 있대OECF 차관 및 기타: 107총 205개， 연구비 구 

입분: 97총 1347A). 각 기자재는 ”공용융풍”이라는 스티 

커훌 부확하고 이훌 체계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자 

재 재원의 확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한국간연구 

재단의 지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떠 판리및운영 

(j) 연구소 관리 

간연구소 관리는 간연구소 소장의 지휘 및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지원부훈온 행갱실애서 담당하 

고 있다. 연구비 판리는 연구과제별로 책임연구자가 당 

초의 연구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대로 증빙서류훌 첨가 

하여 연구비톨 신청하고， 신챙된 모든 연구비는 연구 

과채별로 소장의 철찌 하에 집행한다. 영수충 쳐리는 

모든 융풍 구매에 세금 계산서률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인건바 판리는 매달 급여명째셔훌 작성하여 이률 

보관하고 있고， 인건비에 갑종 근로 소득째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주요 천문학 

띠 연구활동사항 

논
 

g 
I 

1. 이우진， 김갱아， 이준성， 전영빈， 정지용， 효죄골， 좌효g， 
효율뾰， 좌캘표. 만성 륙밥생 혜장영 환자에셔 cationic 

trypStn앵en 휴천자 변이. 대한소화기학회지 2004;43: 
41-46. 

2. 율원채， 좌효댈， 효효벌， 표좌골， 황진혁， 강현우， 김수 
환， 김진현，김션회， 김우호，최병인，갱지용. 자가연역 
성 혜장염 3예. 대한소화기내시정학회지 2004;쟁:52-59. 

3. 션총무， 효뾰책. 위장판계 카르시노이드 총양. 대한 소 
화기학회지 2004;44:59-65. 

4. 이팡혁， 융원찌， 릎죄표l 좌율탱l 효율벌， 좌컬효. 한국인 
만생 혜장염 환자에서 SPINKl 및 PRSSl 유전자 변이. 
대한소화기학회지 2004;44:93-98. 

s. 김수환， 강형우， 윤원채， 김진현， 김지원， 황진혁 ， 갱지 

간언구소 . 427 

슐지에 보고한 뒤 이 연구 결과훌 연구 의뢰 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청의 양식얘 맞추어 채출 보고하고 었다. 

@ 연구소운영 

본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모틀 연구에 대한 계획 수 

립과 중간 명가， 그리고 최총척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 

한 명가를 위하여 갱기적으로 운영위원회훌 개최하여 

연구 집행의 합목척성과 연구 방법의 운채정， 그리고 

연구 결과의 의미 풍율 토의하는 자체척인 명가 시간융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효석 교수 외 6명 

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回 주요활동사항 

(j) 중요행사 

.2004. 12. 4 채5차 인체유천역학국째심포지융 

@교육현활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천임의 17명이 본 연구 

소에서 기초실험 및 임상연구훌 수행하였다. 

번효 논 문 

용， 김병판， 장흥정， 낌진육， 김나영， 이국래， 이동호， 청 
뾰챈， 효잎최. 한국에서 고령의 소화성 재양 환자의 임 
상척 혹생. 대한내파학회지 2004;66:19-25. 

6. 이상우，김학양，박수현，항기백 ， 배총연， 쩍뾰잭，김진 
호. 비스테로이드생 항염중약재가 상부위장판 출혈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대한소화기학회지 

2004;44:13-18. 
7. 송호훈， 김나영， 황진혁， 김진육， 이동호， 김생은， 이혜 
숭， 이창수， 컬뾰책， 효일화. 홉인생 혜렴융 유발한 미 
만성 식도정련에 의한 거대 식도째실. 대한소화관운동 
학회지 2α껴;10:76-80. 

8. 심주현， 김휘영， 박추정， 이갱훈， 이창수， 남수연， 최기 

동， 송효준， 김상융， 킬로켈， 효뾰츠1. 효앞컬. 캘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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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
ι
 

a 

-
ι
 

논
 

anomalous union 0( pancreatobiliary duct. 바pat()o 

gastroemerology. 2004;51:1187-1190. 

30. B앨_Æ. W∞ SM, Hwang )H, )eong )B, r띤묘 YB‘ 

Park lA, Han )K, 짝믿.YL. cyst f1uid analys섭 for the 
djfferential 이agnOSlS of pancreatic cySlS. Diagn 
Cytopathol. 2004;31:1()().105. 

31 . Marcellin P, Mommeja-M앙in H, Sacks Sl, lau GK, 
Sere미 D, Bronowickì )P, Conway B, Trepo C, Blum 
MR, y，∞ BC, Mondou E, S이bel ), Snow A, 
Rou뚱eau F, 쁘응펴~. A P따se n dose용cala띠19 

번호 논
 

tri외 。f clevudine in patienlS with chronic hepatitis 
B.Hepatology. 2004;40:14ι148. 

32. Gwak GY, )ung )0, Sung SW, 논응쉰효‘ Long-term 
survival 때er 야lrnonary metastatectomy 0( hepato

cellular carcinorna; treatmcnt outcomc or natural 
histαy. Hepato:양U야nterol. 2004;51:142용1433. 

33. Kim]Vll, 놓ε최~‘ Tumor Tar양ω19 by Doxorubi
cin-RGD-4C Peptide C。띠ugatc in an onhα。plc

Mouse Hepatorna M여리. Int) Mol M잉. 2004;14: 

529-535. 

@연구비 

연구벼 조달용 한국간연구재단 이외에 보건복지부， 

교육푸톨 위시한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둥과 갈온 정 

부기관， 임상시험 연구와 관련된 채약회사， 그리고 서 

울대학교병원 풍에서 나오는 혁슐 연구비 풍에 의존하 

고 있다. 연구바 중 가장 큰 비중융 차지하고 있는 부 

• 2004년도 교수별연구비 지급현황 

분옹 한국간연구재단 연구비로서， 매년 연구계획셔률 

현국간 연구재단에 제출하여 심사 후 흉파된 연구에 한 

하여 한국간연구재단의 기금으로부터 연구비훌 지웬 받 

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간연구재단의 연구위원회가 매 

년 초 l회 개최되어 간연구소 연구비훌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 간연구소 연구비 수빼현황온 다융과 같다. 

연구자 연구과채명 연구수챙기간 지월기관 연구비 

융청환 답충산에 의한 c-)un N-termlnal kit없e의 활성화가 간째 2004.3.1- 간연구재단 30，'뼈，OCXJ 

포 자멸사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 2005.2.28 

융청환 당관세포암애서 Epidermal Growth FactOr Rcceptor 2아>4.3.1- 간연구찌단 20，'αX>iαm 

(EGFR) 활성 중가 의의: EGFR 활성 중가 기전 빛 그 활성 2005.2.28 
억찌가 담판세포암의 성장 및 사멸에 미치는 영향 규명 

이효석 간써포암에서 Hexokit없e ll 억채재의 항암 효과 충명 및 2004.3.1- 간연구재단 20，'αx>，'αm 

그 효과흩 극대화시키는 최혀초건의 규명 2005.2.28 

김갱룡 혈청으로부터외 C형 간염 바이러스 순수 분리법의 효율 2004.3.1- 간연구재단 50，'아X>，αm 

및 혹이도 검중 2005.2.28 

융정환 Hexl아ψl3SC ll 차단채률 이용한 간암의 정동맥 치료법 개발 2003.8.1- 보건복지부 105 ,OCXJ ,OCXJ 
2α>6.5.31 

용정환 간세포암의 발생 및 진행 과청애서 상피-중간엽 전이 현 2004.12.1- 학술진흥재단 12，040;αx> 

상의 충명 및 그 임상척 의의 규명 2005.11.30 

이효석 유전역학 연구훌 흉한 간압 벌생 및 위험 유천자 연이 방굴 2003.0용 과학기술부 33，'αX>;αm 

2α>4.03 

이효석 유전역학 연구플 흉한 간암 벌생 및 위험 유전자 변이 발굴 2004.04- 과학기슐푸 5O，OCXJ;αm 

2005.03 

갱현체 H. P.끼C에 마우스 모헬에서의 염충반용 규명 및 새로운 2003.5.1- 보건북지부 50;αlO，αm 

치료법의 임상쩍용 2004.4.30 

이효석 만성 B형 간영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훌 대상으로 2003.6.1- 부팡약품공업 (주) 34 ,450 ,OCXJ 

L-FMAU 30mg의 안전성파 항바이러스 활성율 평가하는 2004.4.30 
이충맹검， 무착위배청， 평행， 위약대초의 제 3상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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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과제명 연구수헬기간 지윈기관 연구비 

김융훈 만생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에 이형성 철철의 2003.11.1- 학슐진흥재단 00，α)()，α)() 

예후얘 편한 연구 2004.10.30 
송인생 H리iαJbacter p}세ori와 이외 환버단빽철애 의한 AGS 숙주 2004.3.1- 간연구찌단 30，000;αm 

세포유천자벌혐 고활 2005.2.28 
총인생 얘엽생톨유혜 염충성장철환 쳐료쩨 개밥!DA.(，Q34 작용기 2003.5. 1- 보건복지후 30,000,000 

천 연구 2004.4.30 
송인성 활동생 꽤양성 대장염에 있어셔 파립구 홉착요법의 연역 2003.3.1- 한국요츠카재약 20;α)()，α)() 

조철기션 2004.1.31 
용인성 Teprenone얘 외해 충가하는 mucin type과 Teprenone의 2003.4.15- 한일약홈 15，000;α)() 

작용기견에 판한 연구 2004.4.30 
갱현체 Úlct여)3매lus 포함된 벌효유가 알코용성 위장질환에 미치 2004.3.1- 간연구채단 12 ，400 ，αm 

는 영향 2005.2.28 
청현채 소화성 궤양 환자얘서 삼찌요법파 ÙI~야g대U의 뱅용이 2004.3.1- 간연구재단 12 ，400;아)() 

Heli∞bacter pylori 제균에 미치는 영향 2005.2.28 
김범훈 hsp65 유전자톨 표척으로 하는 컬헥윤 및 tI]철빼항산성 2004.3.1- 간연구찌단 20;α)();아m 

균 감별용 duplex PCR 방법 개앨 2005.2.28 

합계 1,370,742,153 



믿 사업실적 

<D 참여교수 현횡 

구 분 
참여인원 칩여인월 참여잉원 
(1잃9.9) (2001.에 (2002.이 

의 대 75 148 153 

참여 치 대 13 33 36 

교수 약 대 25 . 27 27 

계 113 208 216 

@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치년도 

구분 (’99.용’00.2) 

전처| 

석사 227 

박사 274 

계 501 

@해외연수 

1) 단기 

지월 

152 

165 

317 

('00.3-'01 .2) 

전치| 지월 

396 317 

354 273 

750 590 

(’01 육’02 .2) (’02.3•’ 03.2) 

전체 지원 전치| 지원 

571 392 366 169 

547 296 350 147 

1118 688 716 316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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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여인원 참여인월 참여인원 참여민원 
팀수 

(2α)3.3) (2003.에 (2004.3) (2α)4에 

171 175 183 181 18팀 

35 48 49 51 5팀 

27 27 27 낀 5팀 

233 250 259 259 28팀 

(단위:명) 

5차년도 6차년도 
겨| 

(’03.웅’04.2) (’여.3-05.2) 

전체 지월 전체 지원 전체 지원 지윈율 

403 198 466 238 2429 1466 60% 

379 159 425 175 2329 1215 52% 

782 357 891 413 4758 2681 쨌6 

(금액단왜:웬) 

인 원 
구 분 횟수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박 사 석 사 소 껴 
집행액 

1차년도 53 41 8 12 3 64 97,182,740 (’99.9-’00.6) 

2차년도 132 54 14 78 42 188 326,329,530 (’α>.7-’01.6) 

3차년도 113 36 11 50 57 154 245,932,510 (’01.7-’02.2) 

4차년도 137 65 11 119 79 274 461 ,370,000 (’02.3-'03.2) 

5차년도 131 56 21 122 94 293 닷~;J.27 ，α)0 (’03.3-’04.2) 

6차년도 128 60 21 146 109 336 598，260，아)0 
(’04.3-’05.2) 

계 694 312 86 527 384 1,309 2 ，235，3이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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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초빙 현횡 (긍액단위:연) 

구 c tj: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치년도 5차년도 
힐계 

('99.용'00.에 ('00.1-'01.6) (’01}-'OO.2) ('02.용'03.2) (’03.옹'04.끽 (’03육’04.2) 

횟 'í‘- - 13 29 62 43 53 200 

인 원 - 21 41 70 43 52 2z7 

집행액 - 27,491 ,670 59;쨌，950 86β43 ，570 35 ，186，'잊m 61 ，π9，αm 2기，αX>，09O 

.... 



효t~호J ·톨활획 E변훗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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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활동 (Activities of Students) 

[디 2004학년도 학생회 임원명단 

성 명 

권 현 우 

장 원 
추 혜 인， 이 재 환， 

원 홍 욱， 한 호 성 

띠학생단체 등록현황 

;&펀 연번 학생단체명 

카 사 의 료 용 사 회 

2 구 구 의 료 용 사 회 
진 료 

송 촌 의 료 용 사 회 3 
4 율 진 료 회 

5 아 근 쩌l 지 오 

6 영 화 8 i 

7 서율의대관현악단 

공 연 
8 합 창 반 

9 -λ‘‘- 리 때 

10 Mesik 

11 연 ;-:1L 반 

12 연 용 

13 창 초 과 학 연 구 회 

14 CMF 

IS 공 폰 

16 의 료 문 찌 연 구 회 
사회 17 교 지 편 집 위 현 회 
및 18 연 건 기 톡 여‘- 합 
학슐 

22 19 IVF (한 국 기 독 학 생 희) 

20 AMSA 

21 통 의 학 연 구 회 

22 용 톰 

23 예수전도단 (YWAM) 

직 책 

학 생 회 장 

사 회 # 
집 행 후 

대표확생 
회원수 

학과，학년 성 명 

60명 3년 이기혁 

40명 3년 초채형 

16명 3년 용송환 

34명 3년 원효현 

41명 3년 권찬혁 

25명 3년 이융번 

60명 3년 박기흥 

116명 3년 척용석 

39명 2년 갱의기 

3S명 3년 김재균 

17명 3년 이덕우 

14명 2년 용용영 

10명 4년 김형석 

32명 2년 이구주 

9명 3년 최지영 

15명 2년 박청호 

20명 2년 이채환 

7S명 4년 김태혁 

22명 3년 션갱민 

22명 3년 이훈효 

40명 3년 박생준 

10명 2년 이소용 

16명 2년 한갱모 

학 년 

본 2년 
본 2년 

본 2년 

본 2년 

지도교수 

학뷔과) 성 명 

약 리 학 장인진 

소아과학 양세원 

기생충학 채종일 

기생총학 홍성태 

화 학 박상철 

성형외과학 김석화 

외 과 학 노풍영 

기생충학 최민호 

*L료방;I.}선과학 강위생 

예방의학 강대회 

법 의 학 이율성 

의 사 학 황상익 

해 부 학 이왕재 

내 과 학 융성수 

의료관리학 김용익 

법 의 학 이숭먹 

빼 !f 학 신동훈 

혜 부 학 이왕재 

방사선과학 박재형 

약 리 학 신상구 

갱신과학 권준수 

생 리 학 효웬경 

안 파 학 이진학 

대표학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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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획(A1um피 Association) 

띠 인원현황 

CD I훌 빼 

직 위 성 명 흩업년도 

• 뼈 .-1& • 41(경생) 

文 太 {훌 SO( 4회) 
白훌앓 51( 5회) 

@名톨.톨 

직 위 

名률.톨 

@'W;任任l

직위 성명 흩엄년도 

* 톨 ￥홉女 57(1 1회) 
tf빼훨헤.흩 lt~. 61(15회) 

.훌11.'’ 에빠를 63(17회) 

뼈政빼빼훌” •• 홈 64(18회) 

企률111 ‘톨 ” 尹正홈 65(19회) 

훌훌 11"" 좋흉톰 65(19회) 

女 t호삐톨 ” 훌 * 子 65(19회) 

x.lt 'l" 李 mJb 66(20회) 

~HH'''''' * 明 함 67(21회) 

~.lt 훌” ￥ l￥ f!f 68(22회) 

제行 lt 'l" *a 玄 68(22회) 

*~뼈삐흩” 1i 휴 훌 69<23회) 
뼈 方” ，，~- 75(29회) 

헤i H-" 후 eJ￥ 61(15회) 
I 

I 톨” T 후 i용 83(37회) 

~ 톨 훌 l ￥圭홉 72(26회) 

• 훌 훌 I 1i. ￥0 6잇23회) 

• 훌 훌 * t~ ifi ~ 70(24희) 

빠政훌훌훌I 朴 Jt~ 71(25희) 

i!Þ 外 l!. 훌 ~. π(26회) 

제 行 훌 1‘ 1i .ll n<31회) 
弘 .. ~톨톨 찌 - ~‘ 74(28회) 

1 1I- ~‘‘ 
서융 용산구 이대앤흥 22-2 챙화A 4-401 
서융시 용산구 서뱅고동 신흥4배 12-203 
서율 충구 쳐동 2가 85 

주 

서율 흥대운구 용두동 252 
서율 총로구 연건풍 28 

추 

인천시 남홍구 구월풍 1198 

~ 

까‘ 

-‘ 

총로구 명륭풍 2가 236 아남A 201- 1:Kl2 
대천팡역시 서구 둔산동 1306 
서초구 방배동 759-3 삼효A 10풍<<>1효 
인천시 남홍구 구월흥 1198 
동작구 노량진 2동 229-136 
서대훈구 북아현동 14용1 
강남구 도곡동 965 하니벌상가 2충 
통대품구 희기흥 1 
강풍구 암사2동 512-23 
고양시 일산구 식사통 814 
총로구 연건통 28 
부산시 서구 통대신용3가 1 
UNION GRAPHICS CORP 137-28 Northem Blvd 

F1ushing New York 11354 
충남 논산시 두마연 후냥리 사서함 501-212 
마포구 영리동 16용9 건강보험회판 10충 

흉작구 신대방1동 686 
풍작구 사당흥 1007-45 송지벌영 4충 
서초구 셔초2동 1331 
서초구 서초3동 1527-7 
강냥구 대치3동 987-14 한도벌딩 203효 
강륙구 수유5흥 47-7 

전획번효 

~570 

793-4919 
2278-3106 

전회얻효 

032-460-3500 
764-1363 
여2-25ι1102 

593-1455 
032-46ι3404 
813경611 
313녁8200 

568-0050 
%용-8364 

3426-1536 
031-961-7021 
2072-2232 
051-24ι5390 

71용용없하2622 

042-553-1700 
70S용015 

832-9121 
583-5155 
3473-4913 
댔6-4451 

566-8781-2 
9O}-5121-4 

FAX번호 

FAX번호 

9284468 
76}-αX삐 

FI\t.번효 

032-467-4560 
76}-1364 
042-259-1105 
5왔-6969 
032-472용358 

814-5954 
31}-8200 
555-1잊m 

966-0015 
3426-1996 
031-961-7023 
745-0257 
051-247-7819 
71용없용2608 

32π-η64 

8용-4185 

583-5155 
3473-4913 
586-4423 
566-8706 
905-5133 



·장 소 : 항춘희광 3충 가천훌 

· 안 건 :(D 희판틀의 풍창회 i뼈율 재고 대책의 건 

@ 벼’ne Page 운영의 활성화 대책의 건 

@기타 

4. 충무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5. 7(금) 19:00 

·장 소 : 함훈회관 2충 합훈원 

· 안 건 : 1) 회비 납부 독려방안 협의 

2) 회원 참여 장려 방안 협의 

3) 기타 

5. 제14차 서울의대 학부모의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04. 5. 3l(월) 14:00 

·장 소 : 의대 3충 강당 

6. 근최 제작위탁 관리 
2004. 6. 14 개최된 상임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본회 

정조규갱애 의한 근조기(11렴톨)훌 채작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 의식 주체인 조사에 부옴 접보 즉시 조 

치하고 있융(총 28건) 

7. 모교학생 장학사업 참여 협조서신 조치 
2004. 8. 17 본회 회장과 서율의대 학장 공동명의로 

모교학생 장학사업에 대한 참여(l인 1구화)와 협조 

률 요청하는 요지의 서신융 본회 국 · 내외 전회원 

(5，504명)에게 발신하였융 

8. 2004 지회장 회의 개최 

· 얼 시 : 2004. 9. 13(월) 18:30-21:30 

·장 소 : 합훈회판 3충 가천훌 

· 참 석 : 35명(임원 20명， 지회장 15명) 

· 안 건 : 1) 회벼 납부에 판한 협조의 건 

2) 각지회 및 동기회 현황보고의 건 

3) 홈쩨이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건 

4) 모교학생 장학금 모금 사엽에 관한 협조의 

건 

9. 서율의대 동창회행” 풀프대회 개최 
· 일 시 : 2004. 10. 1O(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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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인천그핸드C.C(WQJt) 

· 참 석 : 103명(267ft조) 

·입 상: ~ 송 

훈 우 송 

에닿리스트 

행 운 상 

흉 기 스 트 

니어리스트 

10. 2004 함훈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일 시 : 2004. 12. 6(월) 18:00 

·장 소 ; 합훈회관 3충 가천훌 

· 참 석 : 144명 

11 제22차 K예M 학슐대회 참석 

· 일 시 : 2004. 12. 27-05. 1. 1 

-장 소 : 미국 캘리포니아 

조강희('69) 

연경모(7이 

이왕찌('82) 

김혜훤(’8이 

이성철(’74) 

최갱연(깨) 

· 참 석 : 이길여 회장， 박희액 천부회장， 박〈강실 

전부회장， 심영보 부회장， 이병훈 부회장 

12. r동창회 소식J 제작 및 광고대행 계약 체결 

동창회 소식지의 월활한 발간융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제작 및 팡고대앵 계약융 체결하였옴. 

다 음 

· 계 약 일 : 2005. 1. 13(계약기간 1년) 

· 계 약 처 : (주)한우리 갱보인쇄 

서융시 충구 묵청동 27-1 

댄갚휠 
1 사업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4. 14(수) 19:30 

·장 소 : 합훈회관 2충 합훈현 

·안 건 :(D빼회서융의대동창회풍산대회개최의 건 

@ 재￡회 회훤친선 테니스대회 개최의 건 

@기타 

2. 저13회 서율의대 동참회 톨산대회 개최 

· 일 시 : 2004. 5. 1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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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국민신총MMF 루자신탁예금(국민용행 서초지정) 

국민 신총 MMF계화로 업금 50，'αx>，'αx> 2005. 2. 28 

찌를얻 

2005. 2. 28 
2003. 3. 25 

댈갚펀 

20,148,660 
124,860,150 
22 ，433，없0 

52,176,130 
55 ，464，'뼈 

1 ，720，'아x> 

276,802,700 

27，390，'αm 

134，870，'αm 

낀 ，787 ，200 

52，161 ，'α)0 
65，333;여O 
14,148,181 

315,689,481 

비
 
비
 
입
 
금
 금
 급
 
급
 금
 비
 
비
 
비
 
비
 
타
 
비
-
계
 

회
 
수
 
조
 월
 
업
 
조
 업
 
의
 
업
 
용
 
무
 

tlJ 

회
 
입
 
장
 찬
 이
 
전
 
보
 차
 회
 
사
 수
 사
 기
 
예
 
-
합
 

1.2004년도 세입세훌현활(04. 3. 1-05. 2. 2에 

셰 밑. 

예션억 

186 ，αx>，OOO 

1 ，810，'αm 

39，300;αm 

35，'αx>;αm 

23,579,481 
20，'αx>;αx> 

10，'αx>，OOO 

297,278,262 315,689,481 

)1( 차액 : 20，475 ，482원 

많표핍 
1. 동창회소식지(210호-215호)발간 배포 

· 째작부수 : 6，'αm부{호당) 

·배포내역 : 

많극떤 
1. 2004년도 모교학생 활동지원글 전달(학생과) 

• 전달일 : 2004. 5. 17 

• 지원금 : 485만원 

2 편짙위원회 개최(6.회) 

2. 제14차 동창의 날 행사 지월 

· 일 시 : 2004. 10. 13(수) 10:00-13:30 

·장 소 : 서율의대 

·주 빈 : 제18회 졸업 동기회현 

· 지원금 : 350만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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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2005年度 훌l톨 톰f를l 

. 써 톨 ‘. • ‘ :' .. ; ‘ ... -~ ‘ -‘ - ;Af훌훌:l*r?션 터 ι ，」; - -I - -] 캉 
‘ 

, ‘ . ‘ • r_ . ,'_. ' ‘ “ 

企 홉 811 
1 . • 훌 및 •• 의 ~ ... 分析 · 톨빼 .talfJ 
2. 회칙 및 제규갱 보완 및 셰갱 

1 .• 짧훈영 
가) 빼. : 년 I회 

나) 융훌送年의 밤 앵사 : 년 1회 
다) 혐if:if: •• : 년 4회(단， 수시로 빼~.홈 소집) 

라) 支율톨.&1 : 년 1회 
마) 同뼈*톨 •• : 년 2회(1희는 同흉외 날 行톨와 뱅행) 

• 홈 811 2. 新À". l\:迎사업 
가) 신입회원 환영 행사 개최(모교 월tt ltJl式과 병행) 

3 .•• 組톨 .，훌 
가) •• 판리 및 1ft!호* 절성 추진 
나) 각 支* 및 同뻐* 行훌 켠장 
다) .렴톨훌 

라) 각 부서멸 실무위웬희 운영지원 

1. 협內·外 빼陸 앵사 개최 
가) 회현친선 테니스*슬(재 27회) 

I 훌 811 나) 회원친선 바둑大t'(찌 23회) • ’2006 ，..흙훌~ 
다) 본회 자써 훌山* .. (재 4회) 
라) 서율*톨同훨. 흥훌훌山大* 참가 

1. 훌훌 톨훌 및 ~t 
삐~ Jt *-훌 理 811 2. îJ.Àil出 를훌 빛 *;U1J 

3. 회유 채산 관리 

1. 많홉行톨 支훌 

~ 外 811 2. ￥生括Ib 支톨 
3. 동창의날 行I 支훌 

fil 行 811 1. "411 ... 및 훌 f1J(빼月 됨j 발행) - 6，~( •• ) 

1. 2006년도 카헨다 재작 - 6,500 부 
2. 훌~ •• 훌fr •• 

ilL • ØII 
•• tg介 I!~얘 대한 g훌 빛 A院 훌內 

3. 회원 명￥ 제작 벌간 업무 
4. 회사 발간사업 추진 
5. 동창회 및 회윈외 특별 활동 홍보 

4“ 찌@ ØII 
1. 융훌톨뿔 ••• :t:‘톰 
2, •• 및 各支* 학슐 활동 지훤 

* 용 • 1, 含훌*. 시상 主톰 
2. 대외 수상후보자 추천(자랑스런 서을대인， 판악대상 풍) 

女 t호 • 1. 여성회원의 통창회 창여 기회 확대 

↑홈 • 811 
1. 동창회 홈혜이지 활용방안 확대 
2, 홈빼이지훌 흉한 희무의 갱착화 

뼈 方 811 
1. 각 지역 支*의 활성화 및 유대강화 지훨 
2, 각 지역 支*의 업무 支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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