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학년도 

서울大學校훌훌科大學 



젠올댄닫뀔 의과대악 교육목표 I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이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구적 

이고 유능한 의사롤 양성핸 더l 있다. 

1.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 수기 및 지식올 슐득하여 건강 증진.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수행한다. 

2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훈다. 

3. 사회 변천에 따르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4. 의사의 전문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명가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 

는태도를 지난다. 

서울대학교 대악뭔 의악과 교육목표 I 

대학원 의학과 교육목표는 기초 빛 임상의학 분야는 물론 기타 관련 분야에 
서 연구 및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À}를 양성함을 옥적 

으혹 한다. 교육율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학 및 관련 훈야에서 날로 증가하는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연구 결과 

를 비판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기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유도하는 례 펼요한 연구 

와 접근 방법 빚 자료분석 능력올 갖춤으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스스로 해 
결할수있어야 한다. 

a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가르철 수 있는 유능한 의학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의학 발전을 꾀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태도와 사명감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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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황 • 3 

1. 2003학년도 개황 

2003학년도는 학부와 대학원， 대학 구조， 인사 및 연구 관련 여러 제도에 많옹 변화가 있었던 한 해 

이다. 

학부 교육과정이 대폭 수정되어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혹 처옴 시행되었다. 기초의학 교과목의 학정 

및 교육시간이 전체척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환자/의사/사회 과옥이 도입 되었으며， 2004학년도로 

이어질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서 모든 통합교과목의 내용과 기간을 정비하는데 많온 학내 인사들의 

역량이 투입되었다. 종래에 없헌 감염학이 신셜되고， 연역학올 기초면역학과 임상면역학으로 분리하였 

으며， 대부콸 룡합교과목의 교육기간이 동일하게 주어졌던 종전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통합교과 

목에 척절한 교육기간이 부여되었다. 한편으로는 2005학년도에 시행필 임상교과목 집중강의에 대한 교 

실 간 의견 조정이 함째 진행되었다. 학부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겨울 

방학올 이용하여 학생회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의학파 1학년 빛 2학년 강의실과 

학생회관 2충의 여러 동아리 방， 재2연구동 지하의 몇 개 동아리 방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학년도 말에는 면입학 시험율 통하여 50명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의 입학고사관리본부에서 필기시험 

을 주관토록 하였다. 전국의 의대 정원을 일괄적으로 1C1J,Æ,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대 

학도 학생 수 15명율 또 다시 줄여야 되었고， 학내 교수들의 여론에 따라서 의예과생이 아닌 편입학생 

수률 줄이기로 하였다. 즉， 2006학년도 면입학고사에서는 50명이 아닌 35명융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창회관인 함훈회관 4충에 ’매체기반 학습실’을 조성하고 제반 시설을 갖추어서 5월부터 의학파 4학 

년 전용으로， 학생들이 지율척으로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되도록 하였다. 

대학원과정융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5:.7t 있었다. 입시전형 방법이 변경되어， 종래의 필기시 

험 위주에서 전공단위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됨으 

로써 교수의 학생 선발권이 강화되었다. 대학원 전공단위에 대한 명가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 

해인 만큼 홍보 부혹과 경험 부족 풍의 이유로 완벽한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대학원생 정훨율 추가 배정해 주었으며， 추후 명가 안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원의 구조척 모순올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의학과 이외에 또 다론 학과로서 가칭 ’기초의과학 

과’ 셜치가 기초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여러 차례의 논란이 연초부터 이어져 왔다. 우리 대학원 

의 가장 큰 문제정 중의 하나인 과도한 동록금올 인하시키기 위하여 5월부터 본부와 협의를 시작하였 

다. 의학과 대학원 과정은 자연대나 약대 둥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울 강조함으로써 우선 기초 

계열과 임상계열의 둥록금율 차둥화 하는 방안을 본부로부터 얻어 내었다. 연말에는 행정동 3충에 대 

학원 사무실과 강의실 2개률 마련하여， 신설전공단위의 업무가 이곳에서 지현되도륙 유도하는 한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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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학년도 주요 일지 

2003학년도 진입식 

해부학교실 시신기중자에 대한 위령식 

7회 좁업생 %주년기념 모교 방문 

2003학년도 의학과 4학년대상 교외교육 설시 (재주도) 

매체기반학슐실 개실 (함춘회관 4충) 

대통채 시행 

학부모의 날 행사 

2뼈학년도 통합교과목 교육기관과 학정(안) 심의 및 의결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 합격자 발표 

과학기슐부 국가지갱연구실사업 선청 

('약용역학실(임상시험 관리기술> ..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 

r분자영상분석 연구실(biσcel1 띠p) .. 임상병리학교실 이풍순 교수) 

주임교수회의 (재5차) 

2뼈학년도 대학원신입생 전기모집 선발방법 변경(안) 심의 빛 의결 

주요 일지 • 5 

혹수생명자원연구동 시셀보완 완료 7월중 소독 실시， 8월부터 풍플 반입， 운영율 시작할 예청엄 

융안내합. 

기초의학연구실 8충 옴압실험실 가동 시작 

약훌유전체 연구사업단{단장 신상귀 션청 

주임교수회의 (채7차) 

· 교설명칭변갱(안)과 관련규정(안) 심의 및 의결 (임상병리-→검사의학) 

· 서율대학교의과대학대외협력실설치운영에관한규청(안) 심의 및 의결 

· 용급의학교실껄립(안)과 관련규정(안) 심의 빛 의결 

2002학년도 후기 석 · 박사학위 수여식 

제25차 대학 · 재10차 병원발전세미나 

서융대학교 명의현 선출 

서율대학교 학생룡사 선행상 수상 (본과 3년 김준형) 

주임교수회의 (채9차) 

• 서윷대학교의과대학조직및기능에관한규정 개정(안) 심의 및 의결 

• 서융대학교의과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 개갱(안) 심의 빛 의절 

혹수생명자윈연구동 통물 입주 시작 

용급의학교실 신설 

전체교수회의(8차) : 겨울방학기간 중 학생회관내 1，2학년 강의실 개 • 보수 예청 보고 

서율의대-미태소타의대 간 학생교류 Program어l 의한 교환학생 선발 

(본과 3년 배온신) 

중앙천산원 연건훈현 개원식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혁 

1885. 4. 14 왕립 톨훌院(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셜립 

26 광혜원의 명칭융 에~.院으로 변경 
1없4. 9.26 제충원 운영권융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이관 

1895. 12. 22 <홈훌톨훌$所 훨程〉 공포 

1897. 7. 총두의양성소 171생 10명 배출 

1899. 3.24 (홉뭘뾰 官빼〉 반포 (뿔部 소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교육기관) 
28 의학교 교장에 지석 영 선생 취임 

4.26 內뼈껴院 껄립 

7.14 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 2 의학교 재교식 (위치는 오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0. 6.30 내부병원의 명칭융 톨빠院으로 변정 

1902. 6. 11 의학교부속병원 셜립 

1903. 1. 9 의학교 째1회 졸업식， 19명 배출 

언 혁 • 7 

1907. 3. 10 의학교와 팡쩨원율 흉합하여 大훌톨院을 신셜하고(위치는 현재의 연건캠퍼스) 교육기농율 대한의원 敎

1￥811에 둥 

7. 18 대한의웬 교육부 제1회 졸업식， 13명 배출 

11. 교육부 교λ}용 대환의원 구내로 이전 

12.27 교육#의 명칭율 톨育빼로 변경 

1909. 2. 1 의육푸의 명칭융 부속의학교로 변경 

5. 후속의학교 건물 신축 

1910.10. 1 일제 강점 후 부속의학교의 명칭을 빼훌府홉院 뼈를홈뿔훌협所로 변경 

1911. 3. 부속의학강슐소 제1회 졸업식 

1916. 4. 1 (흉城홈뿔.r’4양& I.nll) 공포 
1917. 3. 27 청성의학전문학교 제1회 출업식， 한국인 48명 배출 

1924. 5. 2 (fs(빼帝훌太뱉 홈힘IJ) 공포， 청생제국대학 설립 

1926. 3. 15 청성채대 예과 1회 수료식 

5. 1 경생체국대학 의학부 수업 개시 

1928. 7. 경성재국대학 의학부 본관 일부 준공 
11.19 갱생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신축 개왼(위치는 오늘날의 총로구 소격동 국군지구병훤) 

1930. 3.25 경성채국대학 의학부 재1회 졸업식， 한국인 12명 일본인 43명 배출 

1936.10. 경성째국대학 의학부 본관 중축 준공 

1945. 8. 15 일채 강정으로부터 해방 

10. 7 정성(채국)대학 의학부장에 윤일선 교수 취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애 심호섭 교수 취임 

17 경생채국대학융 경성대학으로 청식 개칭 
1946. 8.22 (圍立서율太뿔校 많흩令〉에 따라 경생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천문학교용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12.20 신갱과학교실 신셜 

1974. 2. 16 의학도서관 신촉재판식， 2개충 893명 318석 

4.11 채12대 학장에 권이혁 교수 중임 

6. 10 의학박물판 껄립 

11.29 찌1차 대학발전째미나 실시 

1975. 3. 1 의학교육연수원 발촉 

3 의과대학 총합실습실 재판， 3개충 1 ，314평으로 신축 준공 

4. 8 확장보 채도 신껄 
7.23 천 교직원 신규 계약 임용 

9. 19 해B， Research Grant Matching Fund 25만 달러 채안 

1976. 3. 19 의학박용광 개광 

4.11 재13대 확장에 신동훈 교수 취임 

29 동창회 기금 1억원 률파 

19π. 1. 5 C뼈， Fellowship Grant Matc뼈19 Fund로 25만 달러 훤조 채의 

1978. 4. 11 쩨14대 학장에 신풍훈 교수 중임 

7.15 서율대학교병원이 륙수법인체로 발족 

1쨌. 4.11 제15대 학장에 셔병껄 교수 취임 

6.30 째14대 총장에 권이혁 교수 취임 

1982. 2. 대학원생 연구비 예치채도 확청 

3. 서율의대 장학기금 초생용 위한 장학채단 껄립 확갱 

〈서융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 채갱 

4.11 찌16대 학장에 서명껄 교수 중임 

11. 의과대학 교수상조회 개정안 통과 

간호학과 박사과정 개껄안 통과 

의학박사 학위 신청논문 자채 예비심사채도 확갱 

1983. 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요현 지원계획 합의 

2. 한립대학 의학과 기초의학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합의서 체결 

3. 의과대학 책훤교수채도(Visiting Professorship) 신얼 

6. 학외임상실슐(00 Campus Clerkship) 채획 확정 

9. 임상의학총합명가 실시 (재1차) 

12. 재단법인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채단 설립 확청 

1984. 1. 법의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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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B 지원 서율의대 발전기금 셜쟁을 위한 뼈tching Fund 100만 달러(CMB 25만 달러， 서율대학교 75 

만 달러) 풍의 

4. 체17대 학장에 김영캄 교수 취임 

9. 임상뱅리학교실， 재활의학교실 신셜 

간연구소 개셜 

기초의학 초교 연구지현 계획 확청 

11. 용합교육교재 인쇄 방간 계획 - 서울대학교 출판부와 계약 

기초의학 종합형가 용영 계획 확청 



1994.4. 11 쩨22대 학장에 이순형 교수 취임 

10. 16-18 ’미네소타의 방 행사 

1995.11. 7 (톰홉g훌훌所 훌程〉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용 

12. 26 (서융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 개정 

30 π1e Seoul joum외 。fM혀iòne(서율의대학술지) 총간호(통권 제l빼호) 빨간 

1잊)6. 4. 11 찌23대 학장애 이순형 교수 취임 

9.11 의과대학 천산실 개실 

9.23 러시아 의학협회 임원진 방문 

1997. 3.26 기초의학연구동 8충 풍물실 보수 완료 재개관 

4. 8 핵의학교실， 가갱의학교실 신껄 
11. 17 암연구소 기공식 

12. 13 제1회 합훈의학상 시상 

12.24 서융의대-채주의대 학술교류 협약 체결 

1998. 2. 6-용 채1회 서율의대-풍경의대 합동의학 학술대회 (서율) 

4.11 재24대 학장에 이청상 교수 취임 

6. 1 기획실장채 신성 

7.27 연건캠퍼스내 건률 및 시껄 명칭 재정 

9.28 서옳의대 훈관{구 학슐진흥원) 보수 재판 

10. 16 대학원 룡합천공과갱 개셜 

11.11 의학교육실 신썰 

12. 18 국민건강교육개방훤 썰립 

1999. 2. 5-6 채2회 서율의대-동경의대 합동의학 학술대회 (풍경) 
3.20 지석영길 영명식 

의학교 관제 반포 100주년 기염행사 

의과대학 역사자료실 개판식 

8. 17 연건기숙사 개판 

10. 18 두뇌한국(BK-21) 계약체결(1999년 9월부터) 

2α)(). 2. 1용19 재3회 서율의대·동정의대 합똥의학 학술대회 (서울) 

3.17 삼생암연구똥 춘공식 

4. 11 채25대 학장에 이총욱 교수 취임 

7.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생명공학연구소 학술 · 연구교류협약체결 

9. 6 로마의대와 휘크숍 개최 
12.26 치매갱복 창의연구단 개소 기념식 

2001. 2.27 종합실습실 개보수 준공식(2충 소단위 실험실) 

3. 연새대학교 의과대학과 확정 교류 

4.18 의료정책연구실 개소 

9.26 생체계혹 신기슐연구샌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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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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띠 기구표 

Ã 
-‘- 직 

| 서’‘ QIQ괴 .. 뭘 ~------l 획 쟁 f카 g 획 토 서 a ~----------

| 생 리 억 교 실 I I 외 과 학 쿄 갱 I I 이비인후과학요성 11 앙 연 구 소 I I 충앙연구지원싱 | 
| 생 화 학 교 실 I I 싼￥인확학교생 I I 인 화 학 교 생 11 간 연 구 소 I I 션 산 실 | 

| 앵 리 학 교 성 I I 소아화학긍심 I I 땅사션과학교성 11 기 육 사 I I 잉 앵 훌 훌 설 | 
|약리학요성 I I 갱션뼈를싱 I I 마쩌확액 g 싱| 

| 이생톨액표실 I I 션경뼈요성 I I 생’외파학표실 | 
| 예땅의빠표셜 I I 여후확액요성 I I 션연갱씨의'1.i생 | 
| 기 생용학교성 I I 청앵외확학교실 I I 찌톨의빡쿄상 | 
|외사억쿄설 I I 혐외화뻐실 I I 써해A앤격학교생| 

| 엉 의 빡 효 성 I I 션갱외확학교싱 I I ~ 의 빠 교 싱 | 
| 외훌톨리학효생 I I 용급외액a생 I I 가갱 외빠요셜 | 
|의풍 액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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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당연직위원 입명직위원 

기 획 학 장 교부학장 무 학부학장창， 병， 기원획장조，청 교무실부장학， 행장청，실 학장생부학장， 연구 조이한명철익 김명석 기， 김유영， 김주현， 이진학， 
(15) , 엄정 , 이용성 

인 사 학 장 교부학장 무 활확창병원장，교무부학장，학생부학장， 연구 신 김명희석철，i 김 안융유육영， 최 김 용 전，i 이건욱， 김성덕， 
(13) 

교육 6과)정 교부학장 무 황영일 교기무획조부학정장실장， 학，생 병부원학교장육，연 연구구부부장학장， 김깅최용병영국식민(，약 온 성려회명)훈철， 양，세 이 황원윤영，일성 한성 김구석화， 정성은， 
대학원학사 학 장 교부학장 무 학연장구부， 쿄학무장부학창， 학생부학장， 조 이방상건영욱주헌 서 갱명희 박 김재인형 조 이사국선현 채 황종영일일 (15) , 청욱， 규， 

연구연수 엄청기 부 연확장 구보 쿄무부학장，연구부학장，임상의학연구소장 조김수영현환，; 김 허선대석회，; 성 정숙천환기，i 융 이보석현호， 최명식， 
(16) 

학 생 생 활 학부학장 생 부 학학장 생보 (12) 
교서무분관부학장장， 학，생 학부생화부장학보장， 기숙λ}사감， 의학도 짧성영은일， 김인규， 안 박종규완리， 김 류규인한균， 성명훈， 

，권성택， 

연구비관리 학 장 부 연학장 구 학기장획조，정 쿄실무부 ，학 임장상，의 학학생연부구학소장장 연구부학장， 유 신김근규상구한영， 융 엄보청기현， 박 박생정회， 최중환， 정 전용춘기성， 
(17) , ~-'-.:.， 찬，하일수， 

좋합실습휩 최명식 교무부학장，학생부학장， 종합실습주임 강 전용대성회，， 국 이융동성호; 박 획이힌호얘， 서인석 장。1.;1 
(12) 

동 물(1 실6) 운 영 김철우 쿄연무구부소학 전장， 임 연상구실부험학실장장， 동물실장， 임상의학 서정왕선재， 김원곤， 안 양규햄리，， 김 오우숭호하，i 이국현， 
이 , 황용수， 최기영 

발전기금조성 이정빈 기죠정실 획장 교정무실부장학， 임장상，의 학학생부연구학소장장~， 연 병구님웬기학획장조，정 기실획장조 김광현， 함병문， 박영배， 문신용， 윤여규， (14) 김용익，유근영， 방영주， 신회영 
기 금 관 리 학 장 교부학장 무 학장，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안이 최윤강정육원빈((，발직 오전전숭교기근무금，조부 박학성상장위철)원，’장 향)용숭 (9) 

전 산 한춘구 교무부학장，연구부학장， 의학도서관분관장 박최병진욱주，， 하 김주일수한， 황덕호， 이국현， 전법석， 
(11) 

후생복영지시설 학부학장 생 학생계장 교실무장부， 학학생장계，장 학생부학장， 학생부학장보， 행정 정성은，김규한，황영일， 박종완 
운 (9) 

중운앙연 영구지원 (1실4) 부 연학장 구 이석호 훌흥 연짧구칭부쉴학뿔，쌓장뽑뿔，셜 중앓잉철연에짧구옳지혈원싱옳실4소끊’속 훤擬구 각싱옳 설짧것헐H흙형공 
김희찬， 이석호 

교수엽8적)관리 학 장 부 연학 구장 학학장장， 학 병생원부장학창 교i무 병부현학기장획(부조워정원실장장)， 연구부 蠻칙원 鍵칙 정 용 쉴짧 (1 

2 최김α규인m호한.12，. 4~20 ,02.1 의2.총 3,) 

포상및(수10상)추천 교부학장 무 교정무실부장학，창 병원교 학육생부연구학부창장 연구부학장， 기획조 서유헌， 정 홈， 최인호， 한성구， 조상현 

입학고사관리 교부학장 무 교무부학장，학생부학장，연구부학장 김( 검기유익간상영 :,, 한성구， 윤용수， 장 황기영현， 박재형， 
이윤성， 정성은， 일 
2003.12.10-2005.12. 9) 

조연구교원임용및심임사상 교부학장 무 교무，학생，연구부학장，기획조청실장 황상익，안 혁，호원정，박경한，장인진 

운의학 영교육 위연 원수 회원 교무부학장(부위원장>， 병원부원장 차 흥(기중강간의익 ·,, 조 이한윤익성， 김유명， 은회철， 채종일， 
: 2002.10. 1- 2004. 9.30) 

운창업 영보 위육 원센타 회 부 연학 구장 광f훌황져휘좋줬깊흉존짧횡쏠짧’ 기획조갱실 김박l명정간찬석 :,, 2 김 엄0융0인2규의it~ 최 김인호， 방영주， 왕규창， 종재，이숭덕 
(7m : 2002. 6.10-2α>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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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명예교수 명단 

성명 소속교싫 추대일자 성명 소숙교실 추대일자 

윷 • 률 약 리 학 1974. 7. 8 좋 ìl 九 갱 행 외 과 학 10. 14 

후 lJJ e 혜 부 학 1979. 11. 1 폈 友 lt 미 생 률 학 10. 14 

좋 뭘 엄옹 내 과 학 11. 1 石世- 갱 형 외 과 학 1997. 5. 26 

* * ~양 방 사 션 과 학 12. 23 홉홈함 내 과 학 11. 18 

훌훌훌 내 파 학 1981. 7. 18 후符永 갱 신 파 학 11. 18 

朱훌훌 비 뇨 기 과 학 1983. 6. 20 食 •• 외 과 학 1잊)8. 11. 13 

쏠 ’l‘ 훌 이비인후파학 1986. 5. 12 tili를 i! 흉 i홈 외 과 학 11. 13 

g￥ t~톨 내 과 학 4. 18 尹 홉 ;t 예 방 의 학 11. 13 

白 .~ 이비인후과학 1988. 3. 1 尹월求 ~‘- 과 확 11. 13 

총 文 .. 내 과 학 7. 1 를~ lUIl 병 리 학 11. 13 

힌~ ~ 11 -까‘‘- 아 과 학 12 10 李尙톨 신 경 과 학 1999. 10. 12 

Itl 흥 南 산 부 인 과 학 I앗Ð. 4. 15 白 ~. 혜 부 학 200>. 5. 2 

~~ 均 비 뇨 기 파 학 1991. 11. 16 술 lLl 범 t!1 뇨 기 과 학 5. 2 

후 얀 fJ 피 부 과 학 1잊n. 11. 3 ‘훌 I‘ ’1 
방 사 쳐‘- 과 학 5. 2 

슐 ~t 임 상 병 리 학 1993. 11. 1 슐 .ll 성 형 외 과 학 5. 2 

111 ~ ~훌 내 과 학 1994. 4. 11 슐 T 빼 내 과 학 200>.11.17 

李 )Ê t되 청 신 과 학 4. 11 n •• 약 려 학 11. 17 

李 尙 11 병 리 화 4. 11 올윷- 병 리 학 11. 17 

훌 iúlt 생 리 학 1995. 5. 6 崔吉洙 신 경 외 과 학 11. 17 

훌껴元 생 화 학 5. 6 金 il 1양 채 훨 의 학 11. 17 

훌 ì*. 외 과 학 5. 6 짧 *a 빼 I추 학 교 실 2001. 5. 9 

훌 f러 :ii; 방 사 션 과 학 11.29 훌 Iít l흠· 미생률학교실 5. 9 

••• 예 방 의 학 11. 29 李멜雨 내 과 학 교 설 10. 18 

훌 .~ 산 ~ 인 과 학 11. 정 ￥ ." 안 과 학 쿄 실 10. 18 

흩 Jl~ 이비인후과학 11. 29 李 *홈 ÞÏI 기 생 충 학 교 실 2002. 3. 1 

金 .;k 이비인후파학 11. 정 李珍톨 산부인과학교실 9. 1 

尹 * 1양 안 과 학 11.29 홈斗훗 갱신과학교실 9. 1 

李훌 톨 갱 형 외 과 학 1996. 6. 5 itI1.~훌 m 병 리 학 교 실 2α>3. 3. 1 

~ 빼 " 산 부 인 과 학 6. 5 훌 훌 ~ 갱신과학교실 3. 1 

~lJJþJ 흉 l후 외 과 학 1잊il6. 10. 14 훌 ;k l흩 갱형외과학교실 3. 1 

• 톨 ~ 신 청 과 학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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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딴임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영 일 자 

1 생 리 학 교 실 :f:. 교 손총우 2003. 3. 1 
2 생 리 학 쿄 실 ~ζ- 교 고용아 2003. 3. 1 
3 해 j휴 학 교 실 3‘~ 교 김동운 2003. 3. 1 
4 약 리 학 교 실 :f:. 교 장근아 2003. 3. 1 

5 미생훌학교실 :f:.‘- 교 최숭용 2003. 6.19 
6 예 방 의 학 교 실 a‘~ 교 이정얘 2003. 7.10 
7 미생훌학교실 :f:. 교 권예진 2003.11. 1 

@승 진 

(1) 천임교원 

연번 ~ 스 ..., 직 급 성 명 일 자 

1 해 부 학 교 실 쿄 1 ’‘- 이왕재 2003. 4. 1 
2 생 리 학 교 실 부교수 이석호 2003. 4. 1 

3 피 푸 과 학 교 실 교 수 김규한 2003.10. 1 
4 신경외과학교실 교 j_‘「 김홍규 2003.10. 1 
5 내 과 학 교 실 교 -ιr‘ 손대윈 2003.10. 1 

6 내 과 학 교 실 교 .,‘- 허대석 2003.10. 1 

7 마 취 과 학 교 실 부교수 임영진 2003.10. 1 

8 정 신 파 학 쿄 실 부교수 하규성 2003.10. 1 

(2) 기금교훤 

연번 -ι←‘ ~‘ 직읍 성영 일지 

1 신 청 과 학 쿄 실 기급교수 박생효 
2 병 리 학 교 실 기금부교수 강경훈 

3 내 과 학 교 실 기금부교수 김연수 

4 피 부 과 학 교 실 기곰부교수 문상용 

5 안 과 학 .ii‘il 실 기금부교수 박기호 

6 외 과 학 교 실 기금부교수 서킬준 

7 내 과 학 교 실 기금부쿄수 신찬수 

8 내 파 학 쿄 실 기금부교수 융갱환 

9 정형외과학교실 기금부교수 이지호 

10 정형외과학교실 기금부교수 조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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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직원 현황 

8 급 | 민세영 | | 임수액 | | 김영훈 
척갱육 

9 급 
쌍훌생 

김총인 겹鍵|경짧|장이숙 |융혜경 |장희철 | | 뼈현 l장갱식 | | 탁 김총뺑휠 l 간접정비 
이창원 
심길순 이익규 

기 능 직 l박용영 우명학 
남환회 김짱해 

김인순 
송용탁 

오용식l | 깅치오 
간접경비 | | 깅금주 김미회 강생미 간접청비 

이용주 권기총 김혜영 이진욱 
김미정 박용갱 씬상현 

배석란 갱대선 
강주형 

공익요원 | | 이갱훌 | |청숭휠 | l 이찌원 | 김기현 | 
김원석 



박신기 박영석 박영수 박영진 박재우 박갱호 박주현 

박지용 박지현 박진우 빼건호 배재원 배갱모 백지연 

생용배 손준혁 송청융 신건회 신선호 신영호 안성준 

안한주 안태식 양얘원 오범초 오송영 오태갱 오형석 

원풍육 위지혜 유통현 유영태 유용재 융민영 윤정한 

융쩨식 융채연 이강표 이경구 이청열 이광열 이구주 

이규호 이다용 이풍운 이산하 이서영 이써욱 이소온 

이송환 이예현 이오성 이온혜 이용창 이재열 이재우 

이재환 이청근 이갱욱 이중섭 이지원 이지현 이창순 

이한이 이현수 이훈영 이회선 임태성 장미지 장예립 

장우영 장 원 장유진 장지현 장혜진 전소현 전유진 

전빼찬 갱영기 쟁상준 정셰영 쟁여주 갱영희 갱융정 

청율리 갱의기 정일영 청총원 갱창용 청한진 청현진 

갱현석 정혜운 정호연 죠동현 죠소영 죠유진 조은진 

죠갱목 주영석 진선휠 차명진 천성민 천세용 최금청 

최상일 최영민 최원석 최채용 최정환 최지용 최현웅 

최현호 추빼인 한명아 한재육 한채흥 한정모 한호성 

허선명 허세범 홍석균 황인션 융주영 이재호 

• 의학과 3학년 
최교주 청바다 안현준 장주현 박혜리 정융선 김정환 

척갱순 김가연 김쳐훈 박혜진 박혜연 강민구 배채훈 

엄효진 박기홍 이성우 김갱윤 신재준 이효상 임채영 

변민수 최성번 환경회 조재형 김재숭 한총환 송미정 

박혜성 전창호 신우정 서효청 청종철 김혜영 오융환 

장품영 남보라 박혜왼 노원영 김병근 흉온실 이현청 

선우준 김혜수 홈경기 김지영 박생준 한지원 청융회 

김연주 이갱동 신채훤 김용지 흉기용 송어진 권영민 

김청주 고대현 신주영 이사민 강기영 강현구 김선욱 

김주영 이상융 이재혁 김청회 김형석 이갱민 최주성 

송풍주 장재융 신희강 션원상 유융총 신갱원 박지수 

노형주 최융진 구경효 유인선 박찬총 융갱현 김지범 

김우오 양찬규 선정민 이재현 박수연 최석주 정규동 

구현갱 탁성하 김택균 이현청 김찌균 서운영 조장원 

조걷:!-우 김종태 김정흉 이세종 김갱핵 최원석 이준호 

정 주 한앵주 한경아 이융진 하동엽 김영일 권국주 

박주현 김현숙 고현정 이정원 노 영 이융빈 김대환 

위재연 이풍요 왕채권 최미라 조용결 문혜진 노영래 

민한나 김인정 조한용 쟁태영 김대일 이숭준 갱혜나 

민유션 장혜진 구동헌 최진형 최지영 하숭범 이강현 

이 철 김재민 이창주 김갱권 최생주 갱진구 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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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 이청하 갱종훈 박청민 최션육 갱재육 빽세현 

남진혜 김경회 갱민수 유효상 최용석 차주형 최영온 

흉융석 이수현 김병윤 이찬회 박채련 김서민 갱유진 

이빼진 이청규 김민수 조성회 이준형 박기혁 이지연 

이형모 안신영 김민선 박현덕 황상미 안자혜 갱경신 

최선미 공민귀 김진선 김주영 입갱택 이희준 노정희 

김용영 겁지션 김은기 이명석 김어진 신동엽 갱혜민 

손융갱 문송환 이온영 이대근 김보혁 박사용 최승표 

이자호 민청진 이은선 강종열 장지연 손송준 융수미 

이기혁 박용희 김형일 김신우 김민육 최진호 이융택 

한총수 한상철 선혜영 오송민 원호혐 우경제 낌호근 

이한별 이주경 최선철 융민아 김진주 박형섭 이덕우 

권찬혁 임주현 김지항 전수연 이훈석 황보융 김종신 

융주영 

• 의학과 4학년 
강현철 김동현 김종진 김지연 민갱범 김익산 유미혜 

이자영 이치훈 장원석 장준영 한규회 한송석 황성욱 

고풍우 권지현 김대욱 류혜진 박경의 서용원 송용규 

유호탁 융혜리 이용진 이영준 이인중 장 현 한태진 

강민용 김상걸 검지원 박병판 송영도 양준영 유성식 

융성철 용순호 이용헌 이주현 장옹선 장형우 허우진 

강숭훨 김동육 김 명 검민주 김영일 김지현 박상욱 

신루미 이용우 이원용 이지운 천명육 최갱원 홍성극 

강시혁 김상완 김장현 김치청 문장섭 박상훈 신재현 

융재하 이갱원 이지혜 정연우 주창우 한민째 흥정택 

고영일 김석진 김준형 김지연 김태경 박성철 박진현 

신제영 양숭헌 융정회 이총찬 이진회 정우현 황병관 

고용실 김선미 김택수 박소연 션채흥 심형준 융현배 

이동호 이주영 이태성 정운갱 흉 근 황인식 곽민선 

김셰회 김대혁 김명수 김학영 박종훈 성수청 안성열 

윤초희 이하갱 갱기린 정의석 황창헌 확상효 김소연 

김형석 문정용 박주희 안송현 양효준 이민종 이형민 

임채우 정총헌 최정필 추민수 팍홍석 김수진 검효진 

류융챙 푼도성 안지수 이병주 이총준 이학민 이혜원 

정종용 청진헌 초영욱 한민규 구남이 김수진 김슬기 

김완립 김정민 나영곤 민선호 민흉기 박한기 안지윤 

이용기 이효은 엄효정 조은영 권민수 깅지영 김헌태 

남석현 박근석 박용국 배은신 양통육 유일한 이상윤 

이송아 임경환 조은주 최영춘 권요성 김문석 김용규 

김현주 노앵선 박현웅 복진산 요명주 이숭춘 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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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현황 

〔낀 과정벌 수료 소요 확점 

의학과 

사
 사
 사
 

m 
μ
 % 

입 학위취득현황 

걱믿~펜느 1학기 찍기 껴| 

학 사 181 181 

석 사 127(2) 7 134(2) 

박 사 53 32(2) 85(2) 

• ( )안용 총양생물학 

댐 학사과정 의학과 교과목 

1학기 2학기 

~1.108 태 생 학 및 실 험 1 ~1. 107 신경혜부학및섣협 2 

~UOlA 혜 JiI- 학 및 설 험 5 ~1.110A 신경생리학및실헝 1 

~1.1따A ii‘~ 직 학 및 실 헝 3 ~1.112A 병 리 학 및 실 험 7 

1 ~1.103A 생 리 학 및 실 험 4 801.114A 미 생 물 학 및 실 험 4 

학 801.104A 생 화 학 및 실 헝 5 801.132 환자 · 의사 · 사회2 (김용식 갱) 1 

녀‘- 801.131 환자 · 의사 · 사회1 (김용식 갱) 1 801.133 기 초 연 역 학 (박생회) 1 

801.134 예 방 의 학 및 실 험 2 

~1.135 의 공 학 1 

계 19 계 19 

~1.202A 약 리 학 및 실 헝 4 ~l.209A 신 정 계 학 (이팡우) 3 
~1.205A 기 생 충 학 및 실 험 z ~1.210A 신 장 요 로 학 (한진석) 3 

~1.207A 임상연역학(김규한) 2 801.213A 순 환 기 학 (이명육) 3 

8이.208A 총 양 학 (허대석) 2 8이.214A 호 홉 기 학 (한성구) 3 

2 801.211A 혈 액 학 (신회영) 3 801.215A ~ 화 기 학 (이효석) 3 

학 801.212A 내 분 비 학 (양세웬) 3 801.225 환자 · 의사 · 사회 4 (안규리) 1 

년 801.220 의 학 유 전 학 (김인규) I 

801.223 볍 의 학 1 

801.224 환자 • 의사 • 사회 3 (안규리) 
~1.226 감 염 학 (오명동) l 

계 20 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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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 대학원과정 교과목 

CD1학기 개설 교과목 

구 분 교과목명 학접 담당교수 

용 홍 과 포"1 의학연구방법롱 (연구계획논푼착성법) 3 유 근 영 

실 험 기 법 l 3 셔 유 헌 

자 료 쳐 리 흔 3 박 팡 석 

해 부 학 립 프 계 의 발 생 및 벌 달 3 이 동 섭 

최 신 ~‘~ 직 화 학 3 신 동 훈 

생 리 학 통 용 의 생 리 3 김 기 환 외 

신 정 생 물 리 학 3 이 석 호 외 

생 화 학 암 의 환 자 생 융 학 3 전 용 성 

노 화 생 화 학 3 박 상 철 

병 려 학 폐 병 리 학 3 갱 1 r:- 현 

-까4‘- 화 관 벼。 리 학 3 강 청 훈 

약 리 학 분 자 심 장 학 3 박 종 완 외 

산소라디칼의생율반용 3 예 상 규 외 

01 생 훌 학 총 양 바 이 러 까‘ 학 3 김 익 상 외 

바 이 러 스 학 최 신 토 픽 3 김 익 상 외 

예 방 의 학 유 처‘ 쩌l 청 보 의 학 3 김 ~ 한 

약플안전성감시체계혼 3 박 병 주 외 

산 엽 보 건 각 폰 3 죠 ,‘- 헌 외 

기 생 충 학 절족동융얘개성융충질환 3 흥 성 태 

말라리아 /포자 충류감염충 3 채 종 일 

법 의 학 검 시 방 법 른 3 。l 융 생 

법 의 유 처‘- 학 2 3 이 숭 덕 

의 료 관 려 학 병 현 판 리 학 개 롤 3 김 용 익 

의 료 보 협 룡 3 김 용 익 

의 공 학 생 체 시 스 댐 시 률 헤 이 션 3 박 팡 석 

생 체 척 합 성 여‘- 구 3 민 병 구 

의 사 학 한 국 전 용 의 학 사 확 룡 3 황 상 익 

한 국 근 대 의 학 사 혹 를 3 황 상 익 

내 과 학 류 티 -’‘ 학 3 송 영 욱 

감 영 병 학 3 오 명 돈 

외 과 학 외 과 종 양 학 연 습 2 최 국 진 외 

간 외 과 학 1 이 건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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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설 교과목 

구 톨 교과목명 확정 담당교수 

공 용 과 ~ 풍 몰 실 헝 방 법 룡 3 국 용 호 

의 학 룡 계 흔 3 안 융 육 

실 험 기 법 2 3 김 익 상 

혜 부 학 빼 ~ 학 특 강 (몽룡) 3 。l 왕 채 

신 청 발 생 학 의 최 신 지 견 3 박 청 한 

생 리 학 세 포 생 리 학 3 서 인 석 외 

수 축 측 정 기 법 3 김 기 환 외 

생 화 학 신 정 생 화 학 3 박 용 양 

유 전 자 발 현 3 융 흥 덕 

병 리 학 면 역 병 리 학 3 박 성 회 

심 맥 판 병 리 3 셔 갱 욱 

약 리 학 환 자 약 리 학 2 3 박 총 완 외 

약 상 호 작 용 3 김 명 석 외 

미 생 용 학 리 켓 치 아 학 3 김 익 상 

분 자 며‘- 역 학 3 김 익 상 

예 방 의 학 식 이 역 학 3 안 융 육 외 

생 체 감 시 3 강 대 회 외 

기 생 충 학 기 생 충 학 여‘- 슐 3 채 총 일 

기 생 충 종 의 치 료 및 관 리 3 흥 생 대 외 

의 료 판 리 학 보 건 의 료 정 채 학 3 김 용 익 

의 료 사 회 학 3 김 용 익 

법 의 학 의 료 법 학 1 3 。1 융 성 

교 흉 사 고 의 검 시 3 이 숭 덕 

의 사 학 20 세 기 의 학 사 특 롱 3 황 상 억 

의 학 사 연 구 새 미 나 3 황 상 익 

의 공 학 생 훌 리 학 2 3 민 병 구 

의 료 갱 보 검 씩 혼 3 최 진 욱 

내 과 학 .1:‘ 화 기 병 학 륙 흔 3 윤 용 범 

종 양 학 륙 롱 3 박 서‘- 양 

외 과 학 신 생 아 외 파 학 김 우 기 

협 판 질 환 연 구 1 김 상 준 외 

간 。l 식 학 1 。l 건 욱 외 

산 i홈 인 파 학 1:1) 뇨 ~ 인 과 학 3 신 회 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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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버 현황 

띠 연구비 총괄표 

CD 의과대학 
(단위 : 천원) 

구 I tE:‘ 지원기관 사 엉 명 과제수 금액(천윌) 비율%) 

교육연구재단일반 10 100，αm 

간 접 정 비 (신진， 정책) 6 240，αm 
의 과 대 학 0.96% 

교 실 지 정 기 :I1I 7 42,870 

계 23 382，힘O 
교내연구비 

발 전 기 금 (일반， 신진) 26 373，αm 

간 첩 경 비 (한국학， 학제간) 6 152，아m 
본 부 1.5껴6 

발 전 기 금 (암연구소지정) 9 100，αm 

계 41 625，αm 
1 

선 도 연 구 자 6 259,400 

신 진 여- 구 7 150,131 

학술진흥재단 협 풍 연 구 3 276,954 2.39% 

기 초 과 학 기 타 3 261 ,100 

계 19 947,585 

륙 갱 기 초 15 1 ， 199，'αm 

우 수·유 방 여 생 과 학 자 4 83，αm 

한국과학재단 륙 성 화 장 려 외 기 타 7 323，αm 3.02% 

교외연구비 M R C 4 500，αm 

계 30 2，105，아)() 

세 포 용 용 9 7뼈，750 

뇌 기 1 ‘õf 활 용 7 392，αm 

국 책 연 구 퉁 19 1 ，833，'엇m 

과 학 기 술 부 국 가 지 청 연 구 실 6 1 ，633;αm 16.65% 

창의척연구진흥사업 1 630;αm 

원 자 력 기 술 개 발 13 1,337,186 

계 55 6,614,836 



언구미 현황 . 33 

낌 교싫벌 연구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교실명 2002년(멸예 
2α)3년 

과제수 금액 비윌%) 

l 혜 부 학 694，쨌 17 1;α>4，662 2.68 

2 생 리 학 921 ,500 14 826,800 2.æ 

3 생 화 학 2,655,300 19 2 ，π3，904 6,98 

4 병 리 학 1,661 ,059 24 1,304,800 3.28 

5 약 리 학 1,006,553 32 3,æ5,878 7.77 

6 DI 생 물 학 331;αm 18 1,134,215 2.85 

7 예 방 의 학 1,523,254 27 1,917,450 4,83 

8 기 충 학 179;α)() 13 564，π6 L42 

9 법 의 학 109，뼈 5 216,600 0.55 

10 의 사 학 18，1αm 0 - 0.00 

11 의 료 판 리 학 186,100 4 141,070 0.36 

12 의 공 학 1,704,690 12 1,633 ,820 4_11 

13 암 여‘- 구 ~‘- 198，αm 7 255,200 0_64 

14 유 쳐‘- 쩌l 10 238;α)() 0_60 

15 내 과 학 5,322,751 162 7,026 ,358 17.69 

16 외 과 학 492,790 정 2,120,993 5.34 

17 산 부 인 파 학 1,747,487 44 3,788,733 9.54 

18 -ι‘‘- 아 과 학 714,150 30 651 ,253 1_64 

19 갱 신 과 학 1 ，57τ，831 38 1 ，π8，657 4,48 

20 신 정 과 학 1,616,715 44 1 ，104ρ19 2.78 

21 피 i휴 과 학 1,931 ,212 35 1,646,58} 414 

22 갱 형 외 과 학 253,762 21 767,342 1.93 

23 흉 1 님- 외 과 학 2이，얹)8 9 812,786 2,05 

24 신 정 외 과 학 118,650 8 183,966 0.46 

25 llJ 뇨 기 과 학 489,766 32 597,339 1.50 

26 이비인후과학 379,480 15 465,372 1.17 

27 안 과 학 623,750 25 699,993 1.76 

28 방 사 선 파 학 402,604 23 806,634 2.03 

29 ot 취 과 확 187,630 15 227,458 0.57 

30 성 형 외 과 학 248,830 2 60,554 0.15 

31 치료방사선과학 249,900 5 166,500 OA2 

32 임상병리과학 329,640 15 841 ,160 2_12 

33 재 활 의 학 113,250 3 35;α)() 0.09 

34 핵 의 확 771 ,450 16 661;엇m 1.67 

35 가 정 의 학 78,050 8 128,250 0.32 

총 계 30,299,789 775 39,728,002 100.00 

§ 위 용채는 의과대학 교수가 의과대학， 뱅원， 연구소 풍융 경유한 연구비를 총 망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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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의과대학 연구센타 및 연구싫 

지원 사업명 센터또는 연구셜 책임 선정 지원 현횡(단위:천원) 
7 관 교수 연도 1앉19 2αm 2001 2002 2α)3 

ERC 생체계혹신기술연구센터 박팡석 2001 - - 없~，'αX> l ，α>6，500 1 ;αX>;αX> 

과재학단 SRC 노화세포사엽연구샌터 박상철 2002 . - 7W;뼈 1,050,000 

MRC 종양연역의과학연구샌터 김철우 2002 . - 420;αX> 600，αX> 

창진의 흥객 사연구 업 치매의 병인기전 및 치료껴l 서유헌 2000 -1500，αm 450，αm αX>;α)() 630,000 
개발 

국연가 구지갱 실 방 태아어손책상확의립 벌병기천 및 융보현 l잊)9 290,490 쟁4，736 260，αX> 260;αm 260，αX> 

국연가 구지청 실 생세포쳐l신신호호전 영달상기회전훌의 이용한 
연구 

엄융의 2000 -1239,432 215，'αm 250;αm 250;αm 

국가지 정실 
연 구 

산탑소씩라 기디슐칼애 재벌 의한 DNA 손상 갱명회 2001 . - 275,444 275，뼈4 261;αm 

국가지 정실 
연 구 

악기능성립 분프석총판 및련 병 유대생천지리군의의 규명 박성회 2001 . 199,244 199,244 192;αm 

파기부 
국가 지실 청 
연 구 

암발현 Ep. 초，ige절n기eti술c판련 유전자 방영주 2002 - - - 270，'αm 270，'αm 

국연가 지 갱 
구 실 

B 대io-량α세포11 검 Q사ùp애개받 척합 및한 용 초용고속 이동순 2003 - - - 200，'αX> 

국연구 가실( 지병원 정) 개 인엄터상발넷시연과구험관 %리a에 및 기 용반용한시 다스기댐관 박병주 2003 - 200，'αm 

원 자 력 현전주변주민 역학초사연구 안윤욕 2000 • 잊X>;αX> 1,190,418 1 ，140，'αm 
충 장 기 

21C 
세포용용연구개발사업단 문신용 2002 - - 10，α)()，'αm 

프혼티어 

륙갱센터 피부감염 유전체연구센터 김익상 2001 -11 ，543;αm -

사 업 단 약훌휴전체 연구사업단 신싱구 2003 - -13，fiJ7，'αm 

복지부 
혹(병 갱 센 터 유 당뇨전체 및연구 내센환터비질환 

원) 
박정수 2000 -1953，'αm 741 ，'αm 717，'αm 

사 업 단 Bio 이총장기 연구개발 사업단 김상준 2003 -12;αX>，αm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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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부학교실 (Department of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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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土 - 年 강동우{휴) 방회째 김영석 
노가화 

빠 士 二 年 박상욱 박선재 김영인 이용택 
빠 土 三 年 김풍운 김민규 하병석 권오현 

빠 土 四 ~ 전계선 

1훌 土죠年흉진주 
뼈·빠룡합2年 주경민 

G긴 主훌홉lfJ훌II 

CD 총론 
2003년 5월에 이동성 교수가 전임 박경한 교수 후임 

으로 의국장 업무용 시착하였다. 

@인사사항 

Jtl 그 
-; ... 비 고 

교수숭진 교 J ‘ T 

직 굽 싱 명 *-1} 회 명 직 위 일 자 

교 수 초사션 대한해부학회 이 사 2002. 10 
한국뇌신경파학회 。1 사 2002. 10 

대한체철인류학회 명 의 훤 2002 

Archivcs of histol앵y and cytology Fιlitorial boa떠 2002 
Asian-Pacífic Socicty of Ncurochemisl!y Council mcmbcr 2002 

교 수 차충익 대한혜부학회 이 사 

대한생화학，분자생율학회 이 사 

미국 Society for Neur∞cience 갱 회 헨 
교 1 l ‘- 황댁효 대한혜부학회 。l 사 

대환채질인류학회 갱 회 원 
한국전자현미경학회 갱 회 원 

교 -ιr‘ 이왕재 대한연역학회 연 집 인 2002. 10 

미국연역학회 갱 회 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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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영 교 과 육 학기 강의시간수 참여교수 

성균관의대 신 정 해 11- 학 6 차충익 
강 원 의 대 빼 1 님- 학 9 황영일，박정한 

신 정 해 부 학 2 4 박청한 

단국의대 빼 11- 학 6 황영일 
울 산 의 대 해 부 학 l 4 박정한 

정 상 의 대 혜 부 학 8 박경한 

E낌 맑究活l1J훌lJ 

G]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운 |번호 논 문 

1. 임형수， 송영주， 김용육， 이세청， 황덕호. 생취 피부손상13. 조미앵， 이상혁， 김냥회， 솜현준， 박정현， 황숭훈， 김민선， 
후 재생 시 세포사이물질의 새포내 훌현에 대한 연역전| 발겼화. 발생에 따른 흰취의 위에서의 φrclin mRNA의 
자현미경적 연구. 대한해부학회지 2003. 36(6):559-573. I 발현 변화. 대한혜부학회지 36:167-763, 2003. 

2. 노가화， 김현곤， 신영아， 임현자， 문성규， 이용택， 이황 I 4. 이상혁， 조미행， 김문영， 이영일， 뾰화. 흰취 생뇌하수 
재， 이동성， 황영일. 다용량 비타민 C 후여가 생취 세포 | 체 follícul~어때e cell애서의 R때l야lionein-l ， 2의 발 
매재연역반용에 미치는 영향. lrnmune NctWOrk 3(3): I 현. 대한해부학회지 37:6S-70, 2004. 
211-218, 2003. 

φ 국제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z 

1. S삐 DH, κm 버， κm J, Bae SR, cho 쭉. Hcal 
shock prαein 108 mRNA expression during chicken 
m따1a developmcnL. Neurosci Lell. 2003 Jun 19;344 
(1):25-8. 

2. S비n DH, l.cc KS, L<.'C E, Chang VP, Kim JW, α10i 
YS, Kwon BS, Lcc HW, 딛E효. Pax-7 따Ul1unoreac
U에IY in Lhe πlSl-natal d따ken α:ntral nervous 앙51αn 

Mal HislOl Embryol. 2003 Dec;32(6):3훌-83. 
3. <llung 싼i， Hong JJ, Shin CM, ]∞ KM, Kim M), 으쁘 

딪. Immunohi.stochem.ícal study on Lhc di.sLribuùon of 
roll:x:ystcine in thc central Ile!VOlIS 에stcm ci tran.sgenic 
mice expre.ss띠g a hllman CulZn SOD mUl3uon. Brain 
Rcs. 2003 Mar 28;967(1-2):2옳234. 

4. Chung 뻐， J∞ KM, 짜m 씨， 딩효길.A양related 

C따nges in Lhe d i.stribuùon of Navl.1 and Nav1.2 in 
떠l cerebellum. Neuroreport 2003 May 6;14(6):841용45. 

5. Chung YH, J∞ KM, Kim M), 댄￡직. Immuno
hislochemical study on the d i.sLribulion of 외pha

synuclein in Lhe central ncπ'OUS systαn of tran.sge띠C 
mice expre$Ïng 3 hωnan CUI강1 superoxide 이.smu따.sc 

번호 논
 

mUl3uon. Neuro.sci. l.ett. 2003May 22;342(3):151-1)4. 

6. α1ung VH, Lee η， J∞ KM, J(jm 씨， 앙E으. Rcactivc 
aStrOC까cs cxpre.ss αEB bindi때 Pπxein (CBP) in Lhc 
cCnlral neπ。u.s syslen1 of lI'3n.sgenic n피ce expre.s.s띠g a 
human Cu/Zn 잉D mUlauon. Neurosci. Letl. 2003 ]un 
12;343(3): 159-162. 

7. Chllng YH, J∞ KM, 야e Y), J(jm MJ, 의훌직. 
Immun뼈.stochemical study on thc a않regaùon of 
lIbiquitin in the central ncπαlS system of lhc t;.ms
gcmc nucc cxpre.ss비g a hllman Cu/Zn SOD muration. 
NClIrol Rcs. 2003 JlIn;25(4):39s-400. 

8. Kim MJ，]∞ KM, Chung YH, Lee Y). κm]， Lcc BH, 
Shin DH, l.ee KH, 잉표되. Va.soactive inle.stÎ따l 

야ptide (VTP) 와ld VlPr뼈NA decrea.se in Lhe ccrcbral 
∞rtex of ~ knock-oot(-/-) mice. Brain Re.s. 2003 
Jul 18;978(1-2):233-240. 

9. Shin DH, l.ee E, J∞ KM, Kim ], Bae S, Chung YH, 
으섣옹묘. lmmunocytochernical Sllldy on lhc 이stribuùon 

ci c.myb in the central ~찌XIS 와stem d the lI'3nsg<πlÎc 

mice expre.ssing a human ∞pper/깅nc supδ。xκI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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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효 논 
a 
I 

g 

-
ι
 α13 O. Immunocytocher미CaJ study on the distri

bution of c-myb in the ∞ntral neπous 와stem of 야le 
따ns용:nic mice expressing a hωnan ∞야>er/ 다r 
supero잉de dismutase mutation. Neurosd Lett. 2003 
oct 30;350(3):149-52. 

29. ~팍E요건， Kwon BS, Olang VP, Bae 5R, Kím J, Kím 

JW. U!trarl1icræαψicaJ immunolαa따ation of PAX6 
in the adult chicken reω13. Acta Hist떠1eIJl. 2003; 

번효 논
 

105(3):267-72. 
30. 띤L댄， 냐e KS, Lee E, Olang VP, 때m JW, Choi 

Y5, Kwon BS, Lee HW, α10 SS. Pax-7 mmuno
reaαivity in the κ)St-nata! chicken CentraI neπous 

system. Anat 뻐Slol El파:WYOI. 2003 Dec;32(6):3용-83. 
31. ~핀뜨요션， Youn M, <llang BS. 배SlOI(횡CaJ 때외ysison 

the rredieval murruny in Korea. For힌1혀c sci lnt. 2003 
Nov 26;137(2-3):172용2. 

@ 국제학을지 부연구논문 

번효 
a 
I 

a r 논 번호 논 

1. 5비n DH, l.ee KS, Lee E, 으E효， 짜m J, Kim JW, Kwon 
BS, Lee HW, Lee 뼈. 까le ∞n용-pα1dence between 
the Iabeling panems of antilx성Y RT97, new뼈Ia
ments, microrubule 싫sociated prorein 1 B 뻐d tau 
얘뼈 뻐th 뼈ltyπ'5 31녕 deYd따rat sl찍~ CJ chicken 
retina. Neur∞d Lett. 2003 May 깅;342(3):167-70. 

2. S비n DH, Kim J5, Kwon BS, l.ee KS, Kim JW, 때m 
때1， 쁘L효， Lee 찌. Caveolin-3 expression during 
early chiα엉1 development. Brain Res Dev Brain Res. 
2003 Mar 14;141(l-2):8H. 

3. Parl< 5, Kim 5W, Kim 5H, 브프...m.， Kin1 WH. 1α;s of 
heterozygosity in ampl피a of Vater neoplasms during 
adenoma-carcinoma 흥껴야nce. Anl뼈ncer Res. 2003 
May-Jun;23(3C):잉55-9. 

4. Olang MS, Lee HS, Kin1 HS, 칩m SH, α}이 51, 쁘효 
BL, “mCW, κm Y1, Yang M, Kin1 WH. Epstein-Barr 
에rus and micrα;a‘ellite in없비lity in 용stric caπino

genesis. J Pathol. 2003 Apr;19C)(4):얘7-52. 

5. Min-5eon Kin1, αlo-Ya Y，α>n ， .!Sveon2-Han Park‘ 

chan용∞ Shin, Kyong-Soo Park, seα19-Yeon Kin1, 
J30.Youn Cho, Hon용Kyu Lee. Changes in 앙uclin 뻐d 

방lt"elin rec야XOf expression ac∞떠때 ‘。 feeding status, 
Neurαeπ)It 14:1317-1320, 2003. 

6. Kim MH, Lee 5H, 뭘쁘표건， Ho WK, Lee 5H, Distri

bution CJ K+-dependenl Na+/Ca2+exchar‘~ in the rat 
suπaoαk 뼈gnocellular neuron is p얘rized r。 없m 

tennìnals, Jωm외 Neurosdence 징:11673-11680， 2003. 
7. Chung YH, J∞ KM, 5hin CM, Lee η，~마암고Jj， 냥e 

KH, cha C1. Immunohistoch엠1icaJ SlU야 on the dis

띠bution of insulin-like 양uwth factor 1 (IGF-1) rec앵tor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SOOl(G93A) mutant 
transgenic mice. Br밍n Res. 2003 αx: 24;994{낀:25H 

8. Kim 깨， J∞ KM，Chw훌 YH, l.ee η， κm J. l.ee 없L 
원꽉요션， l.ee 암i， cha O. Vasoaaill'C inlest뼈lpeπide 

(VlP) 뼈 V1P 뼈NA decrease in the cer없al a:nex CJ 
nNa) knock-out(-/-) mice. 81밍n 없. n>3 J띠 18;978 
(1-2):경3-40. 

@단행본 

서 쩍 명 규 격 저 지 흩판사 비 고 

죠칙학 (1, 11) 4판，공역 의활켈， 김갱혜， 백두진， 이훌용， 군자출판사 2004년 l뭘 옐행 

이화영， 최완성， 흥빼냥， 박갱호， 

영창셉，이은영，조회충，현장회 
인체조칙학 2판， 풍역 김원식， 김정혜， 김진핵， 남광얼， 청 문 각 2003년 3월 

푼갱석， 발경할， 박청효， 박갱현， 
백태경， 손낙원， 총창호， 양영철(1)， 

양영첼(2) ， 엄창섭， 유기수， 융지회， 
이정훈， 이영기， 이영돈， 이원규， 
이창현， 청구보， 갱호상， 척민규， 

r 
최뱅대， 한두석， 흉혜남， 황송준， 

’ 1 

황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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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c:a 
tr 번호 논 문 

2003. MI 90th Anniver융깨 Annua1 Mi었ing. Denver. 
U.S.A. May 6-10. 

12. JS Kang, DH Chol , yl Kim, ES Hahm, YS Kim, HK 
Jun, JY Ahn, yl Hwang, YB Kim, and 휠11효 
Endo뽕nous ι，-18 modulalCS inunune escape and 

n:x:t없a혀s á stomach C2JlCer 생1s 에a the supπession 
。f CD70 장pressíon and Ihe SUSlenance of the high 
e때ressíoo of CD44. lmmunology 2003. MI 90th 
.Anniversary AnnUaI 싸~훌 Denver. U.S.A. 뼈Y 6-10. 

@ 연구비 수혜현황 

연구자 여‘- 구 저| 모...，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조사선 중추신청계용에서 회소폴기아교세포와 철저장 2002_ 8. 1-2003. 7.31 기초파학연구 한국학술 
에 대한 껴냉4월생학척 연구 TrarS'errin bir얘ing 지 원 사 업 진 흥재단 

prαeín 항체훌 이용한 세포조칙화학척 연구 

조사선 신경아교세포의 방생기월에 대한 세포조직화 2003. 9-2'α>4. 8 륙갱기초연구 과학재단 

학척 연구 지 원 사 업 

조사션 뇌손상 동용모댐얘셔 반용성 신경아교세포중 2002. S-2OC씨. 4 보건의료기슐 보건복지부 

과 엽충 유방기전얘 대한 연구 연구개방사업 

차중익 신청퇴앵성철환의 공룡병리현상인 신경세포내 2000. 9-2003. 8 목척기초연구 한국과학째단 

용집(a짧명ation)에 관한 연구 

차중익 뇌의약학 사업단 과채: 노인성 (퇴행성) 뇌신 2001. 6-2004. 4 뇌 의 약 학 보건복지부 

경철환연구 연구개방사업 

차중익 흰취 연합컬질얘서 노화얘 따흔 K+ 마때nel 2002. 7-2003. 6 서융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subtype의 변화 셔율대학교 병왼연구비 ~웬연구비 
차충익 노화 흰혜의 때y얽혀이d nudear complex에 2002. 9-2003. 8 기 초 과 학 학슐진흥재단 

.A1neuronal 미따c ωde 양뼈ase(마.QS)의 연구지현사업 

변화에 대한 부위척 묶생 연구 
차충익 아:urooal 따ricoxidesyr피13se (nN:S) knc잉<OUl 2003. 4-2004. 3 서융대학교병원 서율대학쿄병현 

miæ와 AmyOltOphic laleral scl쨌is (AlS) 집충육성연구 

lransgenic mi∞홈 이용한 íon channel파 신정 
퇴행성 질환파의 판련성 연구 

차중익 Neω'OI1a1 띠떠C OJ이de 야m뼈se (nNa)) knock- 2003. 9-2006. 8 목척기초연구 한국과학재단 

out miæ와 X꺼Dl mutant transg뼈cmi∞톨 

이용한 íon dlannel과 neuropeptide의 신경째 
포사옆 연판성에 관한 연구 

이왕채 거대용량 비타민ζ가 대장균 군총애 미치는 2002. 6-2005. 1 BK21 고려은단 

영향 
황영일 MlJC...과 MAGE-}톨 종양륙이항원으호 한 종 2002. 9-2OC씨.8 기초의과학 한국과학재단 

양실험흉물모렐얘서 adjuvant의 역할얘 관한 연구센타(MRC) 

연구 
박정한 노화에 따톨 흰취 대놔피철과 혜마에서의 2003. 7. 1-2004. 6.30 서율대학교병원 

NCKX2 m삐A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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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논 n C그: 채 륙 일 찌 지도교수 

최지원 깐lC K(짜p) channel in human corporal smo에1 muscle cells 2003. 8. 김기환 
이훈호 Effea ci 얘ssq:res앙n 빼 estrogen Q1 야le lks at Imginal 생Js cí the α빼g 2003. 8. 김 쳐‘-
용수용 신경아교세포에서의 MJ앤acs의 발현과 조철에 판한 연구 2004. 2. 김 쳐‘· 
박주민 흰취 책수시상로 세포에서 시냉스 션도의 장기 가소생에 관한 연구 20C껴. 2. 김 쳐‘-
김냥혁 사랑 휘 상째포에서 저장생용액에 의혜 활성화되는 0- 이용룡로얘 판환 연구 20C껴 2 김기환 

고은아 토꺼 판상용멕얘서 g뼈helin-1애 의해 유발된 수촉에 대한 Mgz·의 억제효과 2004. 2. 영융의 
박 립 토꺼 광상동맥 명활근 BKCa용로에 대한 기계척 신장， calm<성배n과 세포 밖 2004_ 2 엉융의 

ATP의 영향예 관한 연구 

• 석 사 
성 명 논 a t3: 제 모..， 일 자 지도교수 

검기석 토끼의 판상풍맥 평활근 세포에서 PKC훌 륭한 세포내 산화글루타치온에 의 2004_ 2 엄용의 
한칼슐천류의 조철 

엄기현 취 심방근 세포애서 저장성 용액이 inward-re띠Jìer potassium channel에 01 2α)4_ 2 김기환 
치는영향 

@외부대학훌강현횡 

대학명 교과목 학기 시(!-:수 참 여 교 1 ι‘-

재주의대 생려학 1 14 
2 14 김7 엄업융 

강원의대 생리학 1 10 김기 융 
2 5 확김지기 엄융의， 김 천， 효원경， 가천의대 생리학 1 48 

서인석，이석효 
2 25 김기환， 엄융의， 김 전， 서인석， 

이석효 

E낀 흙究現況 

<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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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무
 
-

1. Bae YM, Kim A, Kim B, Cho SI, Kim j , and Earm 
YE (2003.2) 4-Ar따10pYridine inhibilS the Iar뿔」 
@뼈JOanCe Ca20_acti얘tOO K' charu뻐(없ι) αrrents in 
g바it plψno따ry arte따1 srnocxh musde cells. 
KαeanJ Physiol Pha.rmacol 7:25-28. 

2. 1 50, 1 Ashmole, H 5oh, α Park, 깨 Spencer, M 
Leyland and PR StanJìeld (2003.6.) Inlrinsic gaψ19 띠 
inward reαifìer potassium channel (Kir 2.1) with 1ρw 
poIyam뼈 따fmiry generatOO by sile directoo muta
용lCSÍ5. Kcαe:lnJ Physiol Pharmacol 7:131-142. 

3. 1 50, I As미nole， P.R. Stanfield (2003. 10) The sub
stales with mutanlS that ne용tiv，잉y chargOO 3Spartale 
in α)5iωn 1 n was replaced with posit까echa멍ein 

murine inward rectifier potasSi띠n channel (murine 
Kit2.1). KoreanJ Physiol Pham13α)/ 7:26τ낀3. 

4. Gi-Byωog Nam and Won-Kyung Ho (2004.1.) Two 
∞mpooeots of voltage dependem outward K‘ current 
in isolatOO human atrial myocytes. Korean Circuladon 
Joumal 34(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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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II α뺑ess 

of the British & 
Spanish soci하y 
of Physiol앵CaI 
Sciences 

박경션， 김양미， 효윈경， I XXXII Congress Iαaract얹za디00 of a catioo-scl없ive mecl1ano- l2003.2.13-17 1 포스터 
영용의 |아 the British & I sens빼 ioo char뼈 띠 빼nmy art빼 slTlOOlh 

5panish society 1 muscle CeI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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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목 일 자 비고 

Driving αxer피찌s of in~앙sti따1 CeIJS of Cajal in aI2003.2.13-17 
mathematical mocIel 

포스터 

。f Physiol앵ical 

Sci윈lCes 

박 렴， 호원정， 엄용의 IXXXIl co願s IA빼 ìlamems 1맹Ilate the stretch se따itiviry ofI2003.2.13-17 1 포스터 
oftheB끼tish & 113명e ∞때uctance ca상이vated K' c뼈melin 
5panish socicty 1 rabbit ∞ronary anerial 5nαxh ceUs 
of Physiol앵ical 

Sciences 
김병주， 채미리， 이성원， 1 47 Biφhysiocal 

서인석， 김기환 1 Society Annual 
Meeω19 

이규필， 서인석， 김기환 147 Bi，φhysiocal 
society AnnuaJ 
Meeting 

박원션， 손연경， 업기현， 13며 댄PS 
엄융의 1 meeting Nice, 

FRANCE 

고용t 차정아， 액옹복， 13며 댄PS 
엽융의 lme에ng Nice, 

FRANCE 

김 천， 박주민 
WoIld Congress 
of Neuroscience 

깅 전， 이관엽 
wαId Congress 
ofNαIαìCÍence 

호원갱， 이석효 
World Congress 
。f Neuroscience 

호씬경， 이석호 
WoIld Congress 
ofN에ro원ence 

김기환， 셔인석 I The뻐 
South없st 

Asian-Westem 
Pacific Re밍onal 

Meeting of 
Pharma∞뼈5[s 

타Tect of lysophosphatidylcholine on nor않lectivel2003.3.1-5 1 포스터 
ca디。n channels in corporal sm∞th musde 

πPG4 mi방11 nO[ be involved in 야le gencratiool2003.3.1-5 1 포스터 
of 510w waves 

l。띠c mechanism of aftcrdepolarization In rat hip- 12003.6.28-7.2 1 포스터 
pocampal dentate granule cells 

ω'w ma맑esium increases the sensitiviry of the 12003.6.28-7.2 1 포스터 
∞ntraCtÎOO to endolhehn-1 in α)IúIl3ry artery 

ωng-term synaptic cbanges of the identifiedI2003.7.10-15 1 포스터 
spinαh외amic tract neuroos in juve띠lc ralS 

Q싫sification of fonnalin.induced s야ltao.α싸s ac-12003.7.10-15 I 포스터 
U에ties in dorsal 110m ncurons by eflsemble recor-
이n용 m 없esthe따ed rats 

Diffcrence in ea2
' dearance mec빼m betweenl 뼈13.7.1α15 I 포스터 

soma and axon [C!π110315 of Ja[ supraoptic mag-
nocellular neωuos 
u' e띠130.α!S GABAαgic inputs 10 the dentate 12003.7.1ι15 I 포스터 
gra.nule ceUs 꺼a selective stimulatioo of 뼈sket 

ccl1s in the rat hippocam아S 

πPG4/5 as cand.idates for the 0。뼈ective catiool2003.8.19-23 I 구연 
ChanneJ aαiva~ by musca뼈C 앙띠lulation in 
murine stor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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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혜상횡 

연구자 연 구 제 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김기환 l 첩퓨터 생리체학 기반기슐 개방 (소화기 피지용-) 12003.12. 1-2004.11.30 1 ’어IMT-2OOQ 
기슐개발사업 

갱보룡신부 

H 에lori 감염애 의한 위상피세포 및 위정막12003. 5. 1- 2004. 4.30 1 ’어보건의료협동연구 l 보 건 륙 지 부 
에셔의 이용룡로 발현 및 률철이용 규명 

엄용의 |생체신호영싱화률 야용환 세포 전당기션의 연구 |뼈13. 6.14-2004. 6.13 

챔단분석기법 이용 단일세포 및 biointer faæ 12003. 7.28-2004. 4.27 
분석 

김 천!룡중 및 진용의 기전규명과 새로운 치료기술12003. 5. 1-2뼈 4.30 
개발에 대한 연구 

신정망 분석융 통환 척수후각의 용충 및 조철기천12003. 8. 1- 2004. 7.31 
에관한연구 
감각7뚫이 시냉스 가소생과 세포내 신호천달혜채12003.10. 1- 2004. 3.31 
71천규명 
흰취 척수후각내 투.，.t，~신경세포인 척수시상로12α>3. 5. 1-2004. 4.30 
세포에서의 장기 시냉스 가소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호훨갱 | 훔얘l드 호르몬의 세포훌~J(~따g양) 과청과12003. 9. 1-뼈4. 8.31 

초절인2빼관환연구 

고혈압의 병인기전 규명 및 치료기슐 개발 연구12003. 5. 1- 2004. 4.30 

’'03국가지갱연구 l과 기 부 
사업과채 

’어냐노바이오록 |과 기 부 
갱제어기술사업 

’어보건의료충청 |보 건 복 지 부 
공통연구 
’03기초과학연구 | 한국학슐진흥재단 
지웬사업 
%프흔티어 과 기 부 
뇌기능연구사업 

’03보건의료단독연구 | 보 건 혹 지 부 

’03륙갱기초연구 

’03보건의료충점 
공동연구 

과 학 재 단 

보건복지부 

G단액융 정유환 신효전달 기천애서 수용체 .A}öJI 2OO3. 12. 1- 2004. 11.301 ’03선도연구자 
의 싱호 연관성 및 혹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혁숨진흥재단 

과 학 재 단 

보건혹지부 

셔인석 l융경혜연채 평훨근 긴장도 죠철얘서 。면흉로12003. 9. 1- 2004. 8.31 1 ’어륙챙기초연구 
의 역할에 대한 연구 

이석호 |고혈압챔쩨심혈관및흙신갱세포얘 미치|뼈 8. 1-2004. 7.31 
는 효과와 그 작용기전의 규명 

쐐스 칼숨조절 단빽철에 의한 시냉스 7냥성 죄2003.10. 1-2004. 3.31 
철기전연구 

’03보건의료연구 
(한방치료기슐) 

’03프론티어 
뇌기능연구사업 

파 기 부 



@ 학회임원활동 

직급 성명 

교 수 갱홈근 

교 수 박상훨 

교 수 박상청 

교 수 박상철 

一-‘i1 ~ 끼「‘ 박상청 

교 수 박상훨 

교 수 박상철 

교 수 셔갱션 

교 수 셔갱션 

교 수 셔갱션 

교 수 서갱션 

부교수 봐용양 

푸교수 박용양 

부교수 박용양 

@기타 봉사활동 

직 글 

~‘- 장 
~、- 장 

-까L、- 장 

회 장 

회 장 

명가위원 

당ilor 

Edilor 

위 원 

위 원 

자문위원 

[[] 敎育現況

CD 학사과정 
학년 학기 쿼터 

의학파 l 1 1, 2 

의학과 2 2 3, 4 

의학과 4 2 4 

학회 톨동 일 자 

대한연역학회 이사 2001. 6-현찌 

대한민국과학기술 한립웬 정회원 1쨌. 10-현재 

대한민국과학기슐 한립원 총신회웬 2001. 10-현재 

미국뉴욕~I카데미 정회원 1985. 1 -현재 

미국생화학훈자생물학회 정회원 2002. 1-현재 

미국노화학회 갱회원 2000. 1-현재 

대한생화학 환자쟁률학회 회장 ’03. 1-'04.12 

한국훈자세Æ생물학회 부회장 2003. }-}2 

한국유천체학회 부회장 2003. }-12 

한국훈자세포생훌학회 일천위원회 위원장 2003. }-12 

현국환자셰포생률학회 뻐C3.뼈원회 위윈장 2003. }-12 

현국생률갱보학회 훈영위휠 2002. 11 -현찌 

한국유천체학회 운영위원 2002. 10-뼈'3.10 

한폭환자세포생률학회 운영위원 2002.10- 2003.10 

성 명 봉사훨동 

박상철 한국과학기술부/과학재단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 

의학연구원 체력과학노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장수과학연구 협력센터 

전국과학기술인 협회 의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기초기술연구회 

Mechani.srm of Ag잉ng and Developrænl(되sevior) 

J. Cancer Research and Cli띠cal Oncol앵y (Splinger) 

법무부 중앙급식관리 위원회 

보건북지부 보건갱책 심의 위원회 

미래사회 및 고령사회 위씬회 

@ 대학원과정 

가. 개셜강좌 

생확학교셜 . 53 

비고 

교과목 학기 시l.1T 학정 담당교수 

총시(JT 교과목 노화생확학 1 48 3 박상철 

167 생화학강의 및 실습 

18 룡합강의 

9 병원영양학 

암의 분자쟁률학 1 48 3 션용성 
신경생화학 2 48 3 박용양 

유전자발현 2 48 3 융흉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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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i 

a 

-
ι
 

논
 

번호 논
 

fera.se 용ne in 디g r.없1 fì뼈'ob없 뼈1s. 당p Mol I Ju-Hor핑 Jeon, Kyung-Ho 01이， In깅yu Kim Five 

Med. 2003 oec 31;35(6):5n7. I su벼pes of musca뼈 receptors are exπ$않d in 

3. lnsuk 50, Dong Ki Yang, Hyun Jin κm， Tong Mook I 얽stric smooth muscles of gulnea pig. Exp. MoI. 
Kang, Sung Joon Kim , Ki W띠n Kim, Ki Ho Park, I Med. 35(1), 46-52, 2003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c 
ir 논

 
1. 고션규， 김지혜， 이주영， 김소한， 김철호， 박상철， 최용 
호 (2003) 한국 100셰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명가 노인 
뱅. 7(1) 14-22 

2. 이미욱， 임수진， 김성얘， 우미경， 팍충실， 박상철(2003) 

마늪， 생강， 파， 고춧가푸 얘탄옳추출물의 툴연변이 억 
재효과 및 항산화효과. 13(1) 8-16 

3. 오세인， 이행신， 이미숙， 김초일， 권인순， 박상철 (뼈'3) 

번호 논 운 

혜경 전 여성의 팔밀도얘 영향율 미치는 요인 분석 대 
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6) 927- 937. 

4. Kim J , Choi SP, La S, seo JS, Kim 뻐<， Nam SH, 
Kwon B. Constitutive expression of 4-1BB on T celμ 

enhancesCD4‘T ccll r엉pon않s. Exp MOI M어. 2003 

Dec 31;35(6):509-17. 

@ 국제 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r a 
I 

1. Ahn JS, Jang IS, 빼피n 꺼， Kim KT, Ye。 티， park SC 

(2003) G상soIín for 앞ne였nce-associated resistence 

to apc:ηx∞ÎS. Ann. NY. Acad. sci 대A. 1010, 493-
495 

2. 찌10 JS, Jang IS, Kim 0 1, 010 KA, Park YH, Kim KT, 
KWdk CS, 쁘쁘효; (m3) Aging-a똥ociated increase of 

geJsolin for apoplosÎS resÎSlencc. Biochem. Biophys. 

Res. Com 312, 1335-1341 

3. Choy J-ffi, 찌mJH， 엎쁘포 (2003) T끼ng C ends of 

H2A and H2B 뼈ng a molecular glue, tissue-type 

tranSglutaminases. M윈h여 Enzymol. 371 (38), 516-
521 

4. 쁘쁘펴ç， Yuasa Y, üm IK, Yamam여o T, Gαo S, 
N삶ach1 K. (2003) Korean-Japan JCR'∞ 따ld 미CC 
μnt symposium on cancer 뼈 aging r않때1 : 

싸:lIec비ar e때denùol<횡caland 따nsla디。n studíes. J, 
cancer Res. oin onα:lI 129(4), 252-257. 

5. 010 KA, 빼u SJ, Park JS, Jang IS, Alm JS, Kim KT, 
park SC(2003). Senescent phenotype can be rever풍d 
by 성uction of caveolin staNS. ). Biol. chem. 
낀없30) ， 22멈9-22795. 

6. Jang IS, Ye。 티， Park JA, Alm JS, cho KA, J따1011 
YS, 뭘쁘흘~ (2003) 찌tered CAMP 히g외ing induced 

by Iysophosphatidíc add in sene앓nt human díploid 

fibrobl때s. Biochem. Biφhys. Res. ccπnm. 302(4) 

n8-784 

번호 논
 

7. ch이 YH, Kim JH, 짜m DK, Kim }W, lee MS, Kim 
앙-1， 쁘쁘효ç. (2003) oist끼bution of ACE and APOE 

πJlymor까따ms and their relations WÎlh dementia 

status in Korean center13따ns. J. Gerontol. (A. Bi여. 
Sci M어 Sci) 58(3) 227-231. 

8. Kim SH, Koh GY, cho KW, Park WY, seo JS. 

Stretch-activated artrl외 nat끼uretic peplide seα'Ction in 

atria with heat shock prαein 700v하cxprcssion. Exp 

Biol M어(Maywood) 2003 Feb;228(2):2QO.ú1 

9. Kim H. lee JE, Ch。 밍， Liu JO. Y.쁘암모‘ Me띠n， a 

tumor suppressor, represses JunD-rrediated 없nscrip

tional acti씨ty by association with an IT‘Sin3A-비stone 

deace띠a똥 @때lex. cancer Res. 2003;63:6135-6139. 

10. Kim H, 야e 다K， Choi }W, 때m JS, park SC, Y.쁘!L 
젠필‘ AnalysÎS the eπe。 이 aging on the resαxl5e to 

hyp뼈a by cONA miaoarray. Mech A양ing Develop 

2003;124:941-949. 

11. l.ee Y1, Kim SY, cho α-1， seo M, 010 OH, Kwak 

원， Juhnn YS. Coordinate e.야)re5SÍQO of the 외pha 
anCI beta subunits of he1erooimeric G prαeins 

involves regulation 0{ αα엄n degradation in æo 
CeIlS. FEBS 냉t. 2003 oec 4;555(2):329-34. 

12. l.ee Y1, K∞ η， cho æ , seo M, Kang UG, Kim 
YS, J뼈10 YS. Repealed elearoconvulsive sh여‘ 

treatment increases the expression of A 퍼nase an

choring prα잉ns in the rat hJpαx:ampUS. Neur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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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호
 

a r 논
 

번호 논
 

cyt앙uome P450 19 and 181. al∞hol use. and 
bre었 cancer 따k ín Korean women. Br ) can∞r. 

2003 Mar 10;잃(5):675-8. 

14. 따m SH, Koh GY, 010 KW. ~프u싼， seo )S. 
않etch-activated atrial natrlure‘k peptide secretion ín 
atria with beat 혀lOCk protein 70 overexpression. 

E째 Biol Med 2α>3 F，빼;228(2):200-6. 

15. Han A. Pan F, Stroud )C. Y.쁘뜨±핑. Uu )0. αleIl 

L. Sequence-specific recruitment of transcriptional 

co- repressor Cabín1 by myocytc 뼈ancer fadα"2. 

Nature 200었22:730-734. 

16. Hyun Kyung Kim. Kyung Soon Song. Hyun 이‘ 

Kim.lun ho α1ung， Kyαmg 에l3l1 Lee. Young-)oon 
Lee. Dae Ho Lee. 타j매 Sook Lce. Hark Kyun K따1. 

Kcun Won 에\13， )ac-Moon Baea (2003) Circulatíng 

numbers of endot뻐ialpt。얻lÍlα cells ín patients 

with 용stric and breast cancer. Cancer 냐ners; 198 
(l):8~. 

17. Y.ωng κee Sh피. Y，∞n La Chα. Eun Young 마。i， 

Min Kyung Kim, Myeong-Olerl Kook, 1unho Chung, 
Yang.Kyu αlOi， Heung Sik Kim, Hyung Geun Song, 
seong Hoe park (2α>3) T:따-geted αtot。싸c eJJect of 
anti.)L1 immunotoxin against a human leukemic ceU 

line a때 its dinical 피lpHcalions. Cancer lrrununol 

(mmunother; 52: 506-12. 

18. Nina )cn<:뼈yko， Mik뼈il Popkov, R앵er R. Beerli. 
!unho Chun&. Dorian B. McGavem, Christoph 
Rader. Carl∞ F. Bar뼈s 111 (2003). [ntra깅îabodîes: 

Bispecifκ ， letravalent an니bodîes ~α t.he sínlultaneous “nctional knockout of two ceU surface receplors ). 
BioI. Chem.; 278: 47812-9. 

@단행본 

번호 저자 책이톰 흩판사 비고(번억. 원저， 공저) 

1 박상철 장수의 비빌 조선일보사 공저 

2 박상철 21세기 심청몰 자치강좌 곡성군， 한국의 백세인과 장수멜트 웬저 

3 박상철，박재갑외연 종양학{종양벨생의 원리) 일조각 공저 

4 서갱션 공학기슐혹합시대 생각의 냐무 공저 

口종 실 

Park SC(2OO3) Biomedical gerontol앵y in ]apan as the paradigm( ?) and for the next society. Biomed. 

Gerontol. 27(1), 1용20 

P앙k SC(2OO3) Gerontopia-healthy town project. )J어MA. 9. 65-76. ). Biol Chem. 278(30). 27789-2η95 

口 밭간보고서 

박상청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햄 개셜율 위한 기초조사 및 adÎon plan, 2003 

박상철 : 장수헬트지역실태조사 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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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특혀훌원 

1. 국내륙허 

실적 
구톨 특 허 명 발명자명 

|흩원(흙 를웰툴톨) 훌원둥혹) 

년도 국기 일칙 번호 

2003 훌원 노화세포의 생률학객 기농 회혹 빵법(Metb여s for 초경아，박상철 대한민국 2003107/24 1ι2003-0051175 

Restroing Bìol앵caJ Punctiα15 of scnescent 
αIIS) 

2003 출원 Nucleic Acid Sequences and prαeins lnvolved 박상철， 박용양， 미국 2003103110 1α363，924 

in Cellular 앓q뼈}야 박갱수， 조정아， 
김덕인 

2003 출웬 Nucleic Acìd Sequences and Prαeins Involved 박상철， 박용양， 충국 2003103110 01815293.7 
띠 Cellular Sequence 박갱수， 조경아， 

김댁인 

2α3 훌원 Nucleic Add Sequences ar떠 Prαeins Involved 박상철， 박용양， 일본 2003103110 2002-524708 
in α11뼈r Sequence 박갱수， 초청아， 

김덕인 

2003 출원 Nucleic Acid seq야nces and prα.eins Involved 박상철， 박용양， 유럽 2003/03107 01 948 093.8 
in CelIular Sequence 박갱수，초경아， 

김덕인 

@연구비 수혜현횡 

연구져 연 구 제 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박상철 한국인의 노화총척판찰 및 노인 건강수준 모니터링을 위 2003. 5. 1- 보건의료기슐연구 보건복지부 

한연구 2α껴. 4.30. 개방사업 

박상철 한국산 상용식홈융 이용환 노화지연 및 노화유관질환 예 2003. 8.29- 챙단기슐개벨사업 농립부 

방인자 검색 및 데이터빼이스 개발 2α)4. 8.28. 

박상철 노화세포의 기능성 회북융 위한 연구 2003. 9. 1- 산업체대용지·끔 Beringer 
2α>4.10.30. IngeJheim 

박상철 셔옳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용4뱀동 프로그램 개설융 위한 2이>3. 4. 1- 갱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기초 초사 및 action plan 2003. 7.30. 
박상철 장수뺑트지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 2α>3. 6. 1- 장수뺑트지역 장수벨트 

2003.12.31. 실태조사 연구용역 협의회 

박상철 한국인의 장수훌화 - 재쩨척 혹성과 사회척 환정변인 2α)2. 7. 1- 한국학장기기초 서융대학교 

2003. 6.30. 연구 

셔갱션 이동전화 주따수 전자파얘 대한 생혜영향연구 2003. 1-12 룡신사업륙영회계에 정보용신부 
의한 연구개발사업 

셔갱션 동확아 민족 기능성 게놈 사업 2003. & 국핵연구개방사업 과학기술부 

2α>4. 5 
천용성 천기경련충격에 의한 흰취 뇌 세포주기 조절얘 관한 연구 2003. 5. 1.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벌 복지부 

2004. 4.30. 사업 

천용생 자외션이 신호전닿 G단액질융 흉하여 p38 MAPK 활성화 2아>3. 7. 1. - 일반연구과채 서율대학교 

훌죠절하는기천구명 2α껴. 6.30. 병원 

천용생 인유두총 E5 단빽월애 의한 cycl∞씬뻗llISe-2 발현과 자 2003. 9. 1. - 암갱혹추진연구개벌 복지부 

궁청부암벌앙기천구명 2004. 6.3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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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려학교실 (Department of Pathology) 

rn 敎훌를홉I 
主 ff 敎 홈 朴Jl~
敎 홉 뼈뱃.t1H2003. 2. 28. 정년퇴임) 

3￥JfrJ(2003. 12. 15. 사직) 
훌함右 徐廷1tI! 金BfM

톨’ 훌k 授 랬子{횟 朴仁짧 金宗::t 朴옮훌 
a1J lt 홈 뿔훌쳤 훌Ji\1IJ 11斗’f 張美秀
• ff 11 師 文ø뼈 李따를 全允敬 李，흉承 

外 來 助 敎 뺏 .mJl\子 李jft.빼g 

外 * '" tiIi 힘;(E秀 톨Jt行 
a1J 훌k 잣~훌 

• 功 ‘ 
맴 年 次 金~1lJ 朴빼洙 후훌昌 빼秀훌 

- 年 次 솥J，t我 朴훌珍 흩홈쫓 

- 年 次 i:훌11;(2003. 8. 3. 사.j!사) 
뻐훌헤l 白훌훌 元적홈l톨 

年 次 李j{.ffl 후훌훌 李훌政 玄昌f.~
E톨진。H2OO3.11. 1. 사직) 
林훌후(2003.11. 1. 사직) 

tt 土 11 ￥훌 훌;U훌 吳fI쓸 찌Pi흥흙 뿔允훌 
{훌훌i훌 洪~ft 훌美W톨 훌훌照 
흙훌훌 (용합과갱)술知IIJ 
朴Jft洙 李祐홈 .m秀훌 全允Iit

il 土 11 程 朴￥珍 李’‘圭 車明- 훌弼훌 
j;J，t我 Ill~혜g 白 ilM 元宰聊
’~lllz ~ iÄ 朴一*

技 土 짧級예g 

• 務 .. 1118쳤 

띠 主훌홉l1J훌I훌 

(j)총론 

2003년온 지채근 교수 갱년 퇴임으로 야쉬웅 속에 

시작되었으나， 2002년도의 절실융 바탕으로 병리과의 

핵심 역량융 확대시킨 한 해였다. 먼저 외부척으로는 

박성회 교수가 대한 연역학회 공로상율 수상한 것올 바 

롯하여 장자준 교수가 한국 실험 용률학회장으로 피선 

되었다. 그리고 내부척으로는 박성혜 교수가 부교수로 

발령 받온 변화가 있었다. 강경훈 교수가 미국 ucsc.로 

장기 연수흘 떠났고， 학생 실습의 개연， MSI, F1SH 둥 

의 분자 병리검사용 위한 논의의 시작 퉁 2004년 이후 

흘 위한 변화의 룹이 마련되었다. 

@인사사항 

직급 성 영 인사내용 일 자 

교 수 iIß.tit훌 갱년퇴임 2003. 2.28. 
쿄 수 f*IUI 본웬 의무장 반령 2α):3. 4. 1. 

부교수 ~~1ι~ 한국 실헝통훌학회장 피선 2003. 6.13. 
부교수 mu~ 부쿄수 신규 발령 2003. 7. 1. 
교 수 tR ìJ 사직 2003.12.15. 

III 敬育現況

CD 학사과정 

의과대학 의학과 및 대학현 교육 부분은 다옴과 같 

다. 의과대학 l학년 4분기 ， 2학년 1 ，2분기에 병리학 및 

실험 1, "훌 각각 진행하였고， 2학년 2학기 통합교육과 

정 중 대부분{심장학， 효홉기학， 소화기학， 혈액학， 내 

분비학， 신장학， 신경학， 연역학， 총양학)에 창여하였다. 

특히 96년부터 시행하였댄 PBL식 교육올 수쩡보완하였 

다. 3, 4학년 학생들올 위하여 임상각과의 집담회에서 

임상·병리 관련정에 대한 교육융 실시하였다.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얘 본과 1, 2학년 학생률이 본원 및 

소아병리파， 병려학 교실에 자발척으로 나와 전공의와 

교수님들과 함째 연구 활똥율 하였다. 

@학위수여 

총 박사 3명과 석사 2명이 학위훌 취득하였으며 그 

현황온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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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z 논
 

1. 문상호， 이상훈， 권진우， 김철호， 갱태육， 류대육， 의뾰 
쇼， 황청수， 이한구. 폴육총얘서 PTEN (PhosphataSe 

X잉 Tensin Homologue Delered on α'IrOfl105OIl'Ie 10) 
의 방현 양상.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38:39-46. 

2. Ryu KH, sc:엉h ]Y, Jang PS, K핀나쁘， Koh SH, Shin 
HY, Ahn HS. Myeloablative π'eatrnent supported by 
autologous Slem ceU infusion with neuroblaSloma. J 
Korean M잉 sci 2003;18:184-190. 

3. Hwang J-H, Y∞n YB, Kim Y-T, Kang H-W, Y∞n 

W], Jeong JS, Lee, H-S, Jang J-Y, 때m S-w, 팍!!!_ 
쁘겐‘ A case of meta잉atic hepatocellular carctnoma 
presen띠19 with isolated g찌Ibladder polyp after 
succes짜JI lreatrnent of the primary cancer. Korean J 
Gastrocnterol 2003;41(4):321-324. 

4. 김태준，김석현，최영민，천종관，박성효，발잎왜」구숭 
엽， 서창석， 김갱구， 훈신용， 임용택. 한국 여성에서 자 
궁내악중파 G인'Ml ， G인T1 유천자 철손 다형성의 연 

관성. 대한산후인과학회장지 2003;46η):1299-1305. 

5. 최영민，구송업，황규리，임용핵，박생효，전종관，박노 
현，앞잎핵，셔창석，김석현，김갱구，문신용.자궁내악 

번효 
a I 

중 환자에서 에스트로첸 수용체 유천자 PvuJl 및 장)3} 

다형성 양상.대한산부인과학회창지 2003;46(8):1531-
1536. 

6. 검석원， 한원식， 뾰웰j 갱훈기， 여갱석， 문우경， 함 
회， 최국진， 오숭근， 용여규， 노동영. 감시립프절 생검 

162예에 대한 천향척 연구. 한국유방암학회지 2003;6 
(2):103-108. 

7. 최영민， 융지성， 구송업， 이규섭， 박성효， 장은란， 박노 
현， 앞외돼， 천총광， 서창석， 검색현， 김갱구l 운신용. 
자궁내막중 환자에셔 N-acetyl transferase 2 유전자 
다형성 양상. 대한산부풋파확회집지 ax>3;46(11 ):낀1웃 2117. 

8. Park WS, Jung KC, 앨띤g DH, Nam WD, Ch이 찌， 
Bae Y. Disψ1ct patt앙ns of cleavage and translc• 
ca디아1 of ceJl cycle ∞ntrol prαeins in CD95-
induced and p53-induc어 apoptosis. J Korean Med 
Sci. 2003 Aug;I8(4):467-η. 

9. 흥장미， 김영태， 성축환， 김주현， 앞훌좌J 컬토휠‘ 흉막 
에 위치한 카시노이드 총양 대한흉부학회지 2003;36: 

47-50. 

@ 국재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
ι
 1. Kim MK, choi YL, Kim 때<， Kim SH, Choi EY, Park 

WS, Bea YM, W，∞ SK, ~쪼샅피센‘ 싸iC class 11 

engagement inhibilS CD99-indu∞d apop!osis and 
up-regulation of T ceJl receptor and 빠iC molecules 
in hurnan thymocytcs and T ceJl line. Febs Len 
2003;546;379-384. Impact Faα。1"'"3.912.

2. Suh YH, Shin YK, K∞k MC, α1 K1, Park WS, 칩m 
SH, 냥c IS, Park HJ, Huh π， 쁘I흐혹브 Cloning, 
얽10mic or흉미zation， altemative tran암iplS and cx
pression analysis of CD99U , a novel paraJog of 
huπwl CD99 and ldentificat때1 of evolutionary con
SCfVed motifs. Gene 2003;307:63-76. 1m따α Factor-
2.7.얘. 

3. 야e EJ, 냐e HG, patk SH, Choi EY, 뭘쁘효!:L CD99 
type 11 is a dcterπ피피19 fa<1or f，α the differentiation 
d πm피디ve neuroectα:lermal ceUs. 압p MOI Med 
2003;35:4용447. 1mπlCl Faaor-l.267. 

4. Lee IS, Kiim SH, Song HG, 월팍효건‘ The mol∞lJar 
벼혀s for the 얻1eration of H여빙ω1 and Reed
$t，히nberg ceUs in H<쳐야띠’s Iymphorna, lnt J Hematol 

2003;77:330-335. Impact Factα-1.52 1. 

번호 논
 

a 
I 

5. Shin YK, α이 YL, Choi YE, Kim MK, K，∞k MC, 
Chung 꺼，Ch이 YK, Kim HS, Song HG, 월쁘효.!:!.. 
Ta멍eted cytcxo잉c etTect of an펴Ll ímmunotoxin 
againSl a human leukemic ceJl line and ilS c1ínical 
ímplications. Cancer Immunol Immuncxherapy 2003; 
52:닷l6-512. l.mpact Factα"2.759. 

6. Ko JK, Choi KH, Kim 비， Choi HY, Ye。 이， Park 
SO, Yang WS, Kim YN, 짝띤-엎. Conversion of 
Bfl-l , an ar피apoptOOc Bcl-2 farniJy pro!ein, 10 a 

potent pro- apopt'αic prαein by fusion with green 
nωrescent prα에1 (하p). Fcbs 벼t ~551:장36. 

m얄lCt Factor-3.912. 
7. Ko JK, Lee MJ, Cho SH, α10 JA, Lee BY, Koh JS, 

I..ee SS, Shim YH, 댄u쁘‘ 811-15, a nov잉 
잉ternative s찌ice vari뻐tof 앉1-1 ， loca따esinthe 

nucleus 꺼a ilS C-tenrunus ar엉 prevenrs c앙1 death. 

onα횡δle 2003; 22:2457-2465. Impact Factor-3.912. 
8. Kwon GY, J∞ng J, W∞ JK, Choi HY, Lee MJ, JÇ。

JK, S비m YH, 댄띤_J핀. co-eφression of 바1-1 

빼ances hOSl response in the herpes simplex virus

thymidine 때따selgancicl<뼈 쩔1c th없py 와S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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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tr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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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Hor멍 SY, μ로i효‘ Acute renaI failure reqω띠19 
hemc:성ialysis after acciden때 perdùoroet:hylene in

흉!Stion.Am J “dney αs 2003;4H3):El1. Impaα 
Factor-3.688. 

31. 놓료잭， Kruth HS. Accumula뼈1 of choIesterol in 

the I~~~ of f~J æ~J ~omcrW∞clerosis. 
Ncphrol 2003;8:224-223. Impac.t Fac.tor-O.244. 

32. Kim JH, 찌m BK, M∞n KC, Hong 버<， 쁘응±힐‘ 

번호 C그 

tr 

Ac.tivatiOll of the TGF-ß!Smad SÍ.맑외ing pathway in 
fα:al segmen때 g1omeruJosderc없. Kidney Int 2003; 
64:171S-1721. Impac.t Fac.tor‘ 5.016. 

33. park SY, song Cf, 때m BC, Hoog 태<， 료응±뚱‘ 
An밍α.e~in 11 mediat~ IDL-induced superoxide 
generaoon in mesanglal ceUs. Am J Physiol R，δtal 

Physiol 2OO;285:FW9-f915. Impaα Fac.tor-5.044. 

@ 국제학솔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므
 ι 

번호 논
 

<:> 
;r 

1. Kim BS, Kim 1Y, 효띤도쁘， 짜m JY, H∞ 05, Bang 
η， Kim NK. 까1er3야utic out∞meof 얹!3n<성al 

NK까f잉J lymphoma 띠il때Iy lrCalcd with chem
otherapy - res비t of chcmotherapy in NK!r <eJI 
lymphoma. Acta on∞!앵없 2003;42:779-783. Impact 

Factor‘ l.m. 
2. Ree HJ, Q:;매ma K, Aozasa K, Takeuchi K, .!S，팍i쁘， 

Yang Wl, Huh JY, Lcc SS, Ko YH, Kwon MS, oto 
EY, Choi YL, Rhee JC, Kikuchi M, M。꺼 S. [농~tec잉011 
of 양mψtal ccnter B<clJ Iynψhoma in 3J하úval 

S야cim인15: αitical ev외uallOn 아 Bd-6 protein 장pre
sOOn in large B-ceU 바nphoma of the tonsil. Human 
Pathol 2003;34:610-616. Impact Factor=3.049. 

3. Lee JW, Park JII, Kim KS, 냥C 티， Kim MO, Kim SH, 
Jcong SW, 댄딱도~， Lcc HJ, Kang KS, Chang κr， 

Hyun BH, Ry∞ ZY. V:싫。p뼈sin-SV40 T antigen 
expression in lra~genic mlce ìnduα!S brain tumor 

and Iymphoma. Biochem and Biophy Res Commun 
2003;302:78S-792. Impact Factor-2.935. 

4. Lee SK, Choi YS, α13 J , Mαm 티， 야c SW, Bae 뻐<， 
Shα1 TK, Won Y, Ma S, Kong EB, Lee H, üm S, 
Chang D, Kim YJ, 잠딱도~ Zhang BT, Kim KW. 
ldentifìcaoon of novel anti-angio양nic factors by in 
sψ∞ functional gcne screc띠ng meth여. J Bi여echnol 

2003;105:51경O. Impact Faα0..-2.202. 
5. S바n JH, S비n YK, Ku JL, J∞ng SY, Hong SH, park 

SY, 번L그웬， Park JG. Mutations of the B따
H야~-Dube (배0) 양ne in spora이C 여orectal carci

nomas and COIOreαal ca띠noma æll Iines wilh 
microsatel1ite insta바Jity. J Med Genet 2003;40(5):364-
367. ImpaCl FaClor-7.π'4. 

6. Lee KE, Lee HJ, Kim 애， Yu 데， Yang HK, .!S，띤 
쁘건， Lee KU, Choe KJ, Kim JP. Pr앵1∞tic sl맑퍼

canæ of p53, run23. κNA and c-erbB-2 in 용stric 

cancer. Jpn J clin on∞1 2003;33(4):173-179. Impaα 

Factα-0.691. 
7. Lcc HK, Lee HS, Yang 바<， 팍딱객먼， Lee KU, Choe 

KJ, Kim JP. Pr땅105lÎC si8J파ìcanæ of &1-2 뼈 p53 
expressiOll in 용싸ic cancer. Int J α>iorectaJ αs 

2003; 18(6):51용525. Impact Factor- l.902. 
8. Sung YK, Hwang SY, park MK, Bae HI , 짚띤」앤， 

Kim JC, Kim M. Fatty ac념-O:>A ligase 4 is overex
pt얻;sed in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ancer 
sci 2003;94(5):421-424. Impact Factor- l.918. 

9. 야e HJ, Kim YH, 짝딱객먼， Lee KU, Choe KJ, Kim 

JP, Yang HK. Oiruα>pathol앵jcaJ rutalysis for reCtJf

renæ of ea.rly 용g꺼c cancer. Jpn J Oin on∞，1 2003; 
33(5):209깅14. Impac.t Factor-O.69l. 

10. 때m .ß, Chae SW, Hur GC, cho SJ, Kim MK, Choi J, 
Nam SY, 짝딱」밴， Yang HK, Lcc BL. Mrutganesc 

superoxide dismutaSC expression ∞rrelates with a 
α)Qr progn∞is in 명S띠c cancer. pathobiology 2003; 
70(6):353-360. Impaα Faαor-1 ， 282. 

11. J∞ng SY, S비n 뻐， Shin JH, Ku JL, Shin YK, Park 
SY, 작민]쁘딘J Park JG. Microsatcllite i~tability and 
mutati~ in DNA miso13tch repair genes in sporadic 
∞lorea외 cancers. Dis Colon RCClUm 2003;46(8): 
1야)9-1077. Impac.t Fac.tor-2.308. 

12. Kim HS, Hong 타<， Park SY, 뀔띤....:!!!..건， Lee HS. 
당α'CSSioo of beta-catcrun and E-ca버terin in the 

adenoma-caπinoma seψence of the Slomach. Anû

cancer Res 2003;23(3C):2863-2868. ImpaCl Factor= 

1.447. 
13. κm 1), Shin Y, Kang HC, Park JH, Ku ]L, park HW, 

Park HR, üm SB, J∞ng SY, K핀l.J맨， Park JG. 
Robust microsatelJite inSlability (뼈.l) rutalysis by 
denaturing high-perfαmance liquid chroma~앵raphy 

(마iPLC). J Hum Geoel 2003;48(10):52S-53O. lmp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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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리학교실 (Department of Pharmacology) 

rn 훨훌톨名單 
主 任 敎 홉 f**흩. 

률t 홉 훌lVj右 1511Jl!욕 1**훌흘 $~久
~ft톨*훌 

빼 훌k 授 朴ø完 랬tM 

훌 ~atJ 敎 授 ;;<j-'D훌 ~~元

뻐 究 atJ 敎 授 술~홈 

DJJ 敎 聊在容 朱J'éÎ훌 ~~~훌 張훌짧 
Dl흥 l톨 f훌맑tJ톨 林~Î훌 훌正~ 

빠 土 ~if~ 를 李京￥n 빼珠뼈 것홈혼 朴함炯 
金星5 11\뼈il 

大 • 院 生

빠土三年以上 張f훌t훌 후øg泳 南i!lt후 

빼 土 = 年 崔뿔l!l 술f효秀 金훌훌 t~炯짧 

1i<恩‘-~熙It ;￥lfH쩔 
1톨 土 - 年 許菜뼈 'ff.~仁 111在홈 兪뭘‘雅 

申起永‘I 土 = 年 柳柱쩌 빼P延톰 $才景 홉훌짧 
裵JI1C英 朴ðfJE

~ 士 - 年 金正컸l 후，맹‘先 폐~~ II~J융 
安뿔民 安t꺼끼 훌유리 ‘fi ~ 를 홉1!f톰 t.UUI f*,*ië 
훌훌京 윷씬tι 金~t~ 金￥Oill
金仙遺 톰永앓 흩휴珍 훌옳樓 

후，탱‘先 申Ril ~￥*~ ~京銀
柳~1흉 ~現1#: 金弘빼g 李!l.f월 

t*훈‘션'L 11格뼈 111朱쟁‘ 11希"

金佳쳤 mt월’‘ 
l 務 • ~~恩‘ 1IS.llfti!í 

@인사사항 

직 글 성 명 

낌 主흩홉IIJ훌I률 

CD 총론 

융 한혜에도 본 교실은 활발한 연구활동 및 충실한 

학생교육으로 한 혜를 보냈다. 

5명의 박사와 5명의 석사훌 배출하였고， 뇌과학 및 

임상약리학 협동파정융 포함하여 7명의 석사과정과 5 

명의 박사과갱 대학원생이 새로 입학하였다. 교실원의 

인사에도 발천척인 변화가 있어， 최성원 박사후연구원 

이 본 교실 기금조교수로 새로 발령융 받았고， 김찬형 

초교가 퇴국하여 충북의대에 발령율 받았다. 1명의 초 

교와 l명의 연수의가 발령받고， 1명의 연수의가 퇴국하 

였다. 

월요세미나가 융해에도 많은 저명인사를융 초챙하여 

성공척으로 개최되어 교실원 전체에게 왕성한 연구활동 

융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험실별 연구 프로그례스 

미탱융 용하여 연구활동에 실질적인 도용이 되었다. 

실험실마다 활발한 연구활동율 용해 국채학슐지얘 많 

온 논문융 방표하였으며， 많은 국쩨학회에 창가하였다. 

본 교실 및 한국의 약리학 발전얘 지대한 역활용 하셨 

댄 오진성 명예교수가 8월 향년 %세로 타계하였다. 신 

상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약훌유전체연구 사업단의 단장 

으로 션청되었다. 

인 사 내 용 일 자 

::t. 교 김찬형 충북의대 약리학교실 전임강사 방령 2003. 3. 1 
연 구 원 장근아 조교발령 2003. 3. 1 
교 T‘ 서유헌 브레인트로피아 대표이사 겸직 2003. 4. 1 
연 수 의 임형석 국립암센터 임상강사발령 2003. 7. 1 
연 구 현 최생원 기금초교수발령 2003. 8. 1 
교 수 신상구 보건복지부 약률유전채연구 사업단 단장 임명 2α>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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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논 i c::i 제 목 잃 지 지도교수 

엄펼션 알화 시누를혜인에 의혜 유도되는 립프구 세포주의 댁사에타존 민강생 세포 2α)4. 2 서유현 

사멸예 판한 연구 
신찌정 연역세포에서의 φ44에 의한 알파시누클혜인의 벌현 중가 20(껴. 2 서유현 

청융하 장기척인 스트헤스가 아밀로이드 천구 단빽질 V71꺼옳 발현하는 형질전환 2004. 2 서유현 

취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유주아 충합효소 반용율 이용한 DNA 수준의 손상 갱도 홈갱방법 개빨 20(씨 2 갱명회 

박송갱 껄치휴 정홍맥 손상 모댈얘서 탈리도마이드를 흉한 협광 신생내막 총식의 2004. 2 김명석 

억째 

E낌 흙究홉Ib훌I를 

CD 국내학슐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r 므
 ι 

번호 논
 

1. promotir멍 에eα ofa 찌짜Jte of 8 뼈생1 e앙I3cts I korean jourmaJ of physiology & phanna∞뺑y. 7(2). 
(5P티lA 707) on hair growth(2003) Oloi EY, patk I 91-96. 
5N, Park 5, <lloi 5, Ro B and QlunlZ MH. The 

@ 국제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I 논 논

 
1. HS Kim, EM 따m， JP Lce, CH Park, 5 κm， 꺼 Seo, 

KA Chang, E Yu, 5J J∞ng， YH Chong and y브효쁘 
(2003) G-lcnninaJ fragments of Amyloid Precursor 
Protein Exert Ne미α0>이city by Inducing Gly，∞'gen 

5ynthase Kinase-3ß Expression. FASEB). 17(13):1951-
1953. (SCI 13.861) 

2. JW K∞， CH Park, SH Choí, NJ κm， H5 Kim, JC 
Oloe, and y브혹쁘 (2003) Postnatal environment can 
αX.lnteraα prenatal eπects on α>gnitive ability, cell 
proliferation, and synaptic pπ>te띠 expression. FASEB 
). 17(11):1556-8 (앙 13.861) 

3. 안{ α1008， YJ Shin and y간효백 (2003) Cyclic AMP 
띠hibition of 1NF-a p'여uction 뼈uced by am꺼α
&짱:nic C-~앙min외 ￠αide of A1zheimer's 때tyloid 

π호ursor plα잉n in macropha훌:s: Involvement of 
multiple intracellulat pathways and Cyclk AMP re웅 

πmse elemenl binding plα앙π Mol∞JIat Phatma
∞l앵y. 63(3):690-쨌 (암 5.2) 

4. HS Kim, EM Kim, NJ Kim, KA a훌ng， YR <lloi, KW 
Ahn, JH l.ee, SH Kim, CH Patk, 간L핀낀 (2003) 
l미피bilion of histone deacetylalion enhances the 

번호 
a Z 

ncurαoxícity induced by the G-tenninaJ fragments of 
amyloid precursor protcin. J. Neurosci. re5. 1;75(1): 

117-24 (SCl 3.12) 
5. Y l.ee, DJ Chang, YS 냥e， KA Chang, H 찌01 ， J5 

Yoon, 5 Lee, Y브파쁘 and BK Ka때g (2003) ß
A01yloid Peptide Binding Prαein does not ∞uple to 
G plα잉nin 바lcrol야PlS X(껴opus cxprcssion system. 
J. Neur∞ci. re5., Jul 15;73(2): 25S-9. (5CI 3.12) 

6. EJ Park, Y건피쁘，)Y 때01， S Choi, and CJ Lee (2003) 
Iα19-1asω19 fa깅litation by dehydroevαliamine.HO of 
synaαicresφnses cvoked 띠 the CAl rcgion of rat 
hipαx:ampal sliccs. Neurorcpolt. 14(3):399-403. (SCI 

2.591) 
7. CH 없rk， 5H Oloi, G-H Kim, JW K∞， J-H Seo, H-5 

92003)때m， WS J∞， y흐짚m， MS Kim, and y브효쁘. 
(2003'’) GeneraJ 야αmacol앵y of De매droevodiar마ne. 
HQ Ondo!어2' ，3':3，41p센dcl2，1 -b)quina뻐inium，S，7β，13-

te따h써~14-m때1y1-SoX~， chIo끼de); A new anti
detrer피.c agenl. ArZI월minel-For혀1띠갱 다ug Resea떠1 

53(6);393-401 (SCI 0.597) 



@ 국채확훌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g 

호
 

1. H Kraiczi, llJ멜8 ， T LI.외뼈1， CC Peck. , 없1뼈)Il'lÏZe(i 

concernra디on-oontroIled 떠외s: Moûvations, use, and 

뼈뼈tions. ， αnical Phanna∞뼈Y & πerapeutics 
2003;74;203-214 (SCl 5.061) 

2. JH 야e， JH Oloi, W Namkung, JW Hanra따n ， J 

Olang , SY Song, SW Park, DS 찌m， ]H Yoon, Y Sub, 
llJ앨&， 꺼 Nam, S) Kim, MO 010, JE l.ee, 뻐 κm， 

MG l.ee, A 뼈plotype-벼.sed molecular 와lalysis of 
CFTR mutations assocìated with respiratory and 뼈n

creatic diseases, Human Molecular Genetics 15;2321-

2332 (sa 9.318) 

3. l.ee MR, Kim SH, Cbo HJ, 냥e KY, M∞n AR, J∞ng 

HG, l.ee JS, Hyun JW, 댄쁘&꾀건. Yon H). Trar빠 

。iption factors NF-Y A regulale tbe induction 0[ 야lC 

buman OGG 1 following DNA alkylaω19 a용nt MMS. 
J 없I cbem 낀9 (11)9857.()6(SCl:7.2S8) 

4. 나n HK, Kang HK, Y∞ ES, Kim BJ, KimYW, αp 
M, l.ee )H,l.ee YS, 탤쁘&..M건. Hyun JW. Oxysterols 
U얘uce aα까){OSÎS ar녕 aαumulaωn 0[ cell cyde at 

G(2)!M P따se in the human monoc까k 까-IP-l cell 
빼. Ufe SCÎ.η(12)1용9-99(SC1: 1.7댔) 

5. Youn H), Park 꺼， park T, α l.ee, 아i Kim, 흐흐 Ye 

UMY뻐8， K) l.ee, YM Ymg. 바p。뼈 activates signal 
따nsdκ안s and aClÎvators of transcription 5(인‘'ATS) 

와ld increa똥s iα binding activity 10 the GAS 리ement 

in lll3Iπnary epitbelial cells. Exp Mol Med.35(5)35<Þ 
357 (SC1:1.653) 

6. Park )H, Kim TY, )ong HS, Kim TY, 댄띤잭， 월쁘 
뽀， l.ee CT, )lIng HC, 찌m NK, Barlg Y) G였ric 

epitbelial reactive oxygen s야cics prcvcnt normoxic 
degradation 아 bypoxia-índucible fact，α-lalpha in 

용stric cancer cclls. Oín Canccr Rcs. 2003; 9: 433-

약릭학교샅·키 

번효 

440. (SC1- 4.643) 

7. Hur GC, 010 잉， Kim CH, 짜m MK, Bae SI, N때1 

SY, 뭘쁘Æ， 칩m WH, l.ee BL. Man용nese super
Q성de dismutase expression correIates witb chemo

sensitivity in burnatl 용뼈c cancer cell ωles. CIin 
Canccr Rcs. 2003; 9:576용5775 (SCI- 4.643) 

8. 없rk H), Lim S, )∞ WS, Yin α， l.ee HS, l.ee H), 
seo )C, Leem KH, son YS, Kim η， Kim C], 짝핀짚， 

α111ng 꺼. Acupuncture prevents 6-b때roxydopa찌ne

induccd neuronal deatb ín lhe nigroslria때 dopa

mine.rgic system in tbe rat Parkinson's discase 

model. Exp Neurol. 180: 92-97, 2003.2 (3.64) 

9. l.ee JS, Son DW, l.ee PJ, Kim DK, S비n MC, Jang 

MH, κm 디， 얄띤 YS， Kim SY, Kim HC. Protective 

effect 0[ Met뼈nol 앙tract of Uncaria rhyndx끼pbylJa 
a황nst excitOt。성city ind‘JCCd by N-methyl-I).aspar

latc in rat bi찌xx:ampus. J P벼rma∞，) Sci. 92, 70-73, 
2003 (2.1) 

10. Lee PJ, son DW, 냐e JS, 진팍잭， Kim HC, κmSY. 
Excessive production 0[ nitric 。잉de induces tbe 

neurα1aI cell deatb in hpopolysaαa까de-treatcd rat 

bippocan뼈l 파ice ru1rure. NeurαìCÏ lea. 349:33-36, 
2003 (2.005) 

11. Lee EA, l.ee WY, 얻팍효， Kang U). 까lCefJ없s o[ 

chronic L-d<뼈 tberapy on phannac여ynamic pa
ratnelers in a rat mαIe) of mOtor respo따e flllc

ruations. Exp Neurol. 184: 304-312, 2003 (3.64) 

12. Park S, κm EY， J∞ WS, W따19 KC, 쁘핀Æ l.ee η， 

lim J. Genetically mc잉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s relievc symptomalic m이.or behavlor in a rat 

n뼈eI of Parkinson’s d않3SC. Neuræci Lett. 353(2); 

91-4, 2003 (2.æ5) 

논 
a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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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CI 
lr 논 논 

26. Lee 바-1， 찌m Yf, 닫lOÌ효J Byun 1M, 0l0i EM,and 
탤쁘폴i먼 lden따없tioo of 야g∞ensiti강!d oxid벼

디.00 pr여uas of s.oxo-7융d찌이앵uano.sine 빠d 

production of monoclonal 뻐tibcχIy to the ox피íz.ed 

prc잉u<t oxaJuric add끼'le ìntemational meeting of 

sociecyfor 바e radical reseaπh(S태R).Asia. 2003. 11 

Tl. ç;hα S. Olun2 빠1， A re야ew on the relatioo파괴p 

between 외oe vera and αX띠XJne1llS 따XI th잉r 

biol야잊C 엉fects.Ser피nars in In빼vative M혀icine 

1(1), 53-62. 2003. 3 
28. 결효쇼 The 싸150ω없st Asian.We，앙em Pacific 

Regional Meeω18 of P.뻐rmacologists (jI.뾰L4.TON1N 

PRorECTS NEURONAL DAMAGE INDUCED BY 

3-NITROPROPIONlC AOD IN RAT STR1A11JM) 

번효 
g r 

2003. 8.19-2003.8.경 

29. 좌율살 T뾰 었1 50.피le3St 쩌an-없sem 뻐fic Re횡m외 

Meeting of P따rma∞l앵sts (Prttective efTects of 
Baicalein in 6-αiDA-induced Dopar피ner밍cNeuro따l 

Damage in Mice) 2003.8.19-때13.8.23 

30. 최효스L Sod하y f.α Neur。앓ence Annu외 M었ing. 
(Prα∞ive effi없s of Baicalein in 6-아iDA.뼈uα!d 

R￥l3JJlinergiC Neurona1 Damage in Mice) 2003.11.8 
-2003.11.12 

31. 짧쇼 Sodety for Neuroscience Ann때l 總ting.
(OXlDÞ\πVE 인'RESS ÄND P뼈P A'낀1VÞ\끼ON AAE 

…VOr.:댄o IN 3-NP.INDUCED CYIσroXl(그1y ON 
HUMAN N타JROB1.ASTC뻐A αu.s， SK-N.BE(2)C) 
2003.11.8-2003.11.12 

논 
a r 

1. X응효JS. park TK, α}이 S, Ryu YS, Ryu HO, I<!여1 SH, 
and Lee 뻐 Transcription factors 앙s， but llO( Spl짜f 

3D essential for 따nscrip잉ooa1 aωvation of 따e 
πIOUSC lnterleulón-2R{J chain 양nepηnoter πle15th 

ann따1 meeting of korean society f，α molecular and 
cellular biol앵y.l0 2003.10.9-10 

번효 논
 

a 

-
ι
 2. }'마n DH, Yooo SH, 찌m HJ, Kìm HS, O1oi EY, Y，∞ 

JA, 쁘쁘&꾀건a 와XI 흐짚‘ πle JL.. 7 recepter ∞ntrols 
the accessibility of the TCR y locus by histone 

m여ifications . 까le 15th annua1 π&띠19 of korean 
socicty for molecular and ceUular biol앵y 2003.10.9 

@연구비 수혜현황 

번호 내 용 

1. 선효화. ’01창의척연구진흥사업〉치예뱅인기천 및 치료 
제개발연구， 2002.10.01-2003.09.30, 과학기슐부{과학 
기술명가원)(갱부기판)， 창의척연구진흉사업， 550,000 
(천현) 

2. 죄율휠. ’01창의척연구진흉사엽〉치때병인기천 및 치료 
제개발연구， 2003.10.01-2004.09.30, 과학기슐부{과학 
기술명가원)(갱후기관)， 창의척연구진흉사업， 630，αm 

(천현) 
3. 짧냄. 연구책임자， 현국인정신분열병환자의간대사효소 
약물유전채용휴빛이에따른리스패라톤마이므로스피어뮤 

여시의약물동력학엔구， 2003.07.01-2(뼈.03.31 ， (주)한 
국앤~(민간기관)， BK21사업(산업체대용자급)， 90，'αm 
(천원) 

4. 효잎죄. 연구책임자， 신약후보물철창훌의효융화훌위한 
약동력명가및예흑， 2003.07.01-2004.06.30, 과학기술 
부(청부기;광)，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21세기 프롤 

티어)， 30αlO(천윈) 

번효 내 용 

5. 회멸효L 산소라디칼에 의한 DNA손상 탐색 기슐 mon. 
ocloo외 antibody 및 수욕효소톨 이용한 DNA 변형 염 
기 검출기법 개벨프리라다칼， DNA손상， DNA수륙， 발 

암， 공혜 NRL(국가지갱연구설)2단계 당혜연도 2003. 7. 
11. -2004. 7. 10. (12개월) 261 ，1α핸훤 

6. 컬멸보 한~재에의환 방모효과연구. 한목회장홈X꺼.6 
100;αm천원 

7. 웰쏘쿄 lr7 수용쩨얘 의한 TCR y 유전자의 Chromatin 
R앤lOde삐g 대한연구. 젊용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25;아m천훤 

8. 렐쏘:il:. 임며구 항원수용체 유전자의 재조합 조절 에카 
니츰파가부현일공룡연구과제 ax>3.9.1--04.8.31 15，(XX)천훤 

9. 렐와:it. 임파구 항월수용체 유전자의 찌조합 때카니즘. 
서융대의대 2003.7.1-04.6.30 ']J.);αm천원 

10. 좌멸설. 심실근신션얘 의한 Hlf.l alpha 방현기전， 
2002.7-2004 .. 4, 보건륙지부{정부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0;αlO(천원)， 30;αlO(천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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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생물학교실 (Department of Microbiology) 

[괴 敎훌톨홉 • 

• 任 훌 톰 

主 i:t lt 홉 4'.，￥ 
훌 *률 *홉ft ~BJl홈 빼允월 •• 洙., 톨k 뺏 朴ø:*

l1J 률k 홉 tt겨k흩 
非.任훨홈 
홉 톨 훌k 홉 랬友￠ 

뼈 "It 톰 李.æ 金商材 없在 •• 太熙
Nl~~ 

JJJ 훌 ’I빼珍 후홉姬 뿔캄. 
大. "훌生 
빠 土 f흩 7 솥t를來 후m￥n 申 è.ìI 
삐 土 三 후 후l톨姬 김기현 

빠 土 二 年 .. 빼珍 尹tlcft 金正빼 

빠 土 -~ 朱 • 훌껴. 박종권 갱주영 
최상효 

a 土 三 年 金훌I 

a 土 = 年 朴훌헤l 
a 土 - 年 tt홉玄 

- 웠 •• 

技 ~ .;q:振에I 

R 뿔 • 홍성갑 

흙 究 뻐 申.1* 金.iIT 尹 B!목 吳훗俊 

@학회임윌톨동 

직 읍 

rtøm 뿔秀빼 金 빼 金先l훌 
~~몫 e.. 옮世빼 

성 명 학 회 명 

낌 主흩홉ti훌훌 

CD 총론 
미생물학교실옹 2003년에도 학부학생교육，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 연에 최션옳 다하여 많은 성과용 거두었 

다. 힘든 의료계의 여건변화에도 교수 및 조교훌 비롯 

한 모든 교실원이 최션의 노력융 다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생교육융 운영훌}였다. 인사변동사항으로는， 2003 

년 3월부로 김범훈 재주의대 조교수가 서율의대조교수 

로 송진 방령융 받았고， 또한 성송용 조교수는 2002. 3 

월부터 미국 NIH애서 해외 연수 활똥융 하고 있다. 대 

학원 연구활동 변에서는 2건의 국내학슐지와 16건의 

국져 학술지얘 주 또는 부 논운 게찌가 있었으며 3명의 

우수한 박사와 3명의 석사훌 배훌하였다. 

직 굽 | 성 명 | 인사내용 일 자 

조교수 2003.3. 2 

@해외연수 

직 릅 | 성 명 | 일 자 | H| 고 
기금조교수 생송용 뼈2. 3. 1-현재 미국 NlH 

직 휘 일 자 

교 T ι‘. 차창홈 대 한 화 학 요 법 학 회 부 회 장 1995.10-현찌 

대 한 01 생 물 학 펴 명 외 윈 1969-현재 

대 한 01 생 률 학 회 연 집 위 웬 1969-현째 

대 한 01 생 물 학 회 용어제갱위연 1969-현채 

교 .;: 집익상 대 한 01 생 풀 학 회 명 의 월 l잊5-현재 

대 한 01 생 률 학 희 연 집 위 윈 1995-현찌 
대 현 미 생 플 학 회 용어찌갱위윈 1995-현찌 
대 한 며‘- 역 학 회 명 의 웬 1997-현째 

쿄 수 척 명 식 대 한 며‘- 역 학 회 현 집 위 윈 장 1쨌.11-현찌 

대 한 면 역 학 희 명 의 원 199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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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 석 사 
성 명 논 운 제 목 일 자 지도교수 

최상호 동총몰수이식 천후의 협장 chemokine률의 농도변화 양상과 이식 후 주요 합 2003. 2 최명식 

뱅충과의 관연생에 판한 연구 

갱주영 쇼::o}의 Transñ패on Transmíned Vll\lS감영 유뱅률에 광한 연구 2003. 2 황용수 
박용숙 염중얘재율질에 의한 사랍세포거대바이러스(HCMV)의 활생화 2003. 8 황용수 

· 박사 

지도교수 성 명 논 t tEi Ãil 목 일 자 

이근화 Study on the G앙letic αv업ity of Helicobaaer pylori 뼈풍d on the qx>B: 2003. 8 국윤호 

Differen따1 induction of 1 nlerle따in-8 by two RpoB rypes(RpoB 뼈/lbr) 
김항래 RoIe d Syn야can-4 in the ceUular invasion 아 Q뀐ltia lSUts뺑'UlIushi. 2004. 2 김익상 

신기철 Human cytome얽Jovirus irnn생iate-early prαein 1 enhances 잉X얘외 2004. 2 황용수 

fonnation 뼈uc혀 by herpes simplex 야rus-l in U373MG CeU 뼈 

@ 
-

교 과 목 

면 역 학 

연 역 학 

학기 

2 
2 

참여교수 

최명식 

황용수 

III 흙究홉ti훌피를 

@ 국내학흩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 tr 번효 논
 

a 

-
ι
 1. 국용호. 풍갱이 어려운 비갱형미코박대홈의 RNA poly

merase와 16S rDNA 유천자의 영기서열 비교 훈석애 

의한 균총 흥청. 대한미생율학회지. 2003;32:39-45. 
2. 이갱의，박효순，갱온주，김갱용，장원총，작정의，김볍 

춘， 국융호， 이송현. groEL 유천자 엽기서열율 이용환 
RICkW야sia 륙이 Nested PCR 법의 개발. κum외 d 
BaCleriol앵yand Vtrol앵y 2003;33(4):301-306. 

@ 국내학슐지 부연구논문 

해당사항 없융 

@ 국제학슐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
-
ι
 

번호 논
 

g 
ι
 

1. Jar멍 때. Huh 뼈. park 뻐. Choi 뼈， 뻐n IS. I 빠ed 뼈nunosorbent assay for diagnosis d Qrj，없a 
Eva1ua디on d arl immu앵뼈따1 M capture en낀me- I 잉Jt$U，흙m빼i inf없on. αn Diagn Lab 매m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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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Z 논 운 번효 논

 

hωnan cytomegalo애rus anti함1er미a assay 뻐er 

싸φx!'f trans때amation. Transplantation 뼈'3;65(5): 

355-363. 
8. Kím α， song )H, κm 5M, Peck KR, 이1 W, H띠1 

W, Kím YG, 때m 5), ]oh ]W, l..ee NY, 월쁘으L 
Hwansz ES. Cha Cy, 아1 HY. a띠없J usefuJness c:i 
human αtorre흉lαirus 빼얽g매a assay after ki마x!'f 
띠ns뼈1tatiα1. Trar빼anta뼈1 ;n>3;75(12)2151-2155. 

9. l..ee 뻐， Ichiba M, Zhang], Too때<u띠 K, Hong YC, 
Ha M, Kwon 비， Koh 5B, α1이 HR, 냐e KH, 뭘쁘
으으. Cho 5H, Hirvonen A, st끼ckland PT, Vem1eulerl 
R, Hayes RB, Kang D. Multiple biαnarkers study in 

painters in a shipyard in Kor얹. Mutation Research 

2003;54α1)89.98. 

10. ]떼e Y，ωng 뻐n， Don빼ee 뻐n， Eun 뻐 l..ee, 바m 
。lOi， α1따lll-GVU 없I:k， Kil soo Kinl, )ongwon Ha, 
싫ng]∞n 짜m， ]ae 똥。k Yang, Yon su κm， ]in 

Suk 벼n， 5뻐nggwon 뻐n， )ung 5ang l..ee, Curie 
찌1tl. lnducibJe 띠마c oxide synt따se inhibitors pro-
100.훌성 thesuπivaJ of skìn xenografts 따αJgh se
)ective φwn-reguJation c:i pro-i띠lammatory cyto때ne 

an. TratlSpl때t Immunol(쟁y 2003;12(1):63-72. 
11. Lee 5H, Lec )H, Park H5, )ang 씨， Koh SE, Y와19 

YM， ~im BJ. Kook Y11, Park KH. DitTererltiation 아 
Borrelia burgdof센 scnse lato through groEL gene 
analysis. FEMS Mi。φiology l.eners. 2003;222-51-57. 

빼
 
-뺀

 
-뺑
-
빼
 
최명식 

국융효 

김범준 

연 구 제 드a ....., 

0rienL잉 때l$ug;unu짜i 빛 L야'X05pira interrogans 

의 기능객 유천채연구훌 위한 고효융 분자유전학척 
탑씩기법 재벌 

Rα엉nics와 micr∞.rray훌 이용환 oαUlSUgam따bi 
와 L. inle:rrog:ms의 기능척 유천채 연구 
한국과 일본에서 분리한 빼지요멜라캉의 popula다on 

genetic struCtUre의 비교분석 
약째내성 철핵균과 비곁핵 항산성균의 rpoB유전자 

환석. 
Heli∞bater pyl어 두 rpoB 유전자형(찌aIThr)의 
병연성과 광련왼 특성 차이정에 관한 연구. 

병원생 단꺼균 갑벌 탑지용 multiplex PCR법 개발. 

재주환자에서 훈려된 마이코박테리아 임상분리균종 
의 rpoB유천자톨 이용한 분자분류학척 조사 
임상검쩨로후터 비철빼항산경 균주 존재 에측율 위 

한 PCR 시스댐 개방 및 훈자 훈휴학적 방법융 이 
용한 비결에항산성 균주 동갱 및 치료용 데이터베 

연구기간 | 연구성|명 

뼈3. 5. 1-1 채쩌부 
20C껴.4.30 

2003. 5. 1- I 채4세부 
2004. 4.30 I 
2003. 7. 1- I 일반연구 
X뼈. 6.30 
2003. 5. 1- 103 보건의료 
2004. 4.30 
2003. 7. 1-
2004. 4.30 
2003. 6.26-
2004. 6.26 
2002. 8. 1-
2003. 7.31. 
2003.12. 1-
2004.11.30 

이스구축 

쩨주도지역의 미생물다양성 확보 I 2002.10. 1-
2003. 6.30 

유용미생률자원의 확보 및 새로운 분자 진화계룡 I 2003. 7. 1-
훈휴 기슐 재벌 I 2004. 3.31 
시채훈자 엽기서열 분석융 흉한 국내 분리 항산성 I 2003. 3. 1-
세균의 풍갱 및 치료용 대이터빼이스 구촉 1 2(뼈. 2.28 
HSP65 유천지톨 표척으효하는 컬헥균 및 비절예항 I 2003. 7. 1-
산성균 강벌용 duplex PCR방법 개발 12004.6.30 

03 보건의료 
(단폭기초) 
BK21산업체 

대융자금 

02 지방대육성 

03 선도연구자 

프롱티어 

(미생훌유천셰) 

프혼티어 
(미생율유견껴) 

03 혹혈신임연구윌l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교육연구재단 

보건혹지부 

보건복지부 

(주)바이오니아 

학술진흥재단 

학슐진흥재단 

과학기슐부 

과학기술부 

한국간연구재단 

서윷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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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의학교실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끄 훨훌톨홉. 

主 ff 훌 톰 聊훌* 

톨k 홉 安允玉 ø". t~뼈tt 
빼 흩k 授 훌*~옥 

助 흩k 홉 찢훌~ 金Jmìl

홉 톨 훌 홉 CJU훌 尹홉老 

.攻톨훌톨훌톨 = 年 次 金正빼 
톨 防 톨 톨 = ~ 次 흩l톨홈 

- ~ 次 술￥n흩 

助 훌 훌I훌훌 
大 룰 院 生

빠 土 二 年 ~ ~훌 빼홉. 
- 年 申훌홈 金뻐伊 훌훌훗 

a 士 二 年 李其빼 뿔flit홈 

- 年 출표혐 

‘ij~ 빼 助 를 졸훌iIl~톨& 朴廷X효 李훗珠 
T優ff 훨t훌 

• 8 • • fI~il 

띠 主훌홉ti훌피를 

<D총론 
융혜에도 본 교실에서는 꾸준한 학슐 연구 활똥과 

학생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실 내에서 진행된 연구 사 

업툴융 보연， 왼션 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연구， 

서율시 지역 암 동륙 사업， 역학조사 연구사업의 전략 

방향성 갱립， 송천선로 주변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 

@확획임원훨동 

직굽 성명 학회톨동 

교 수 안융육 대 한 암 풍 륙 협 

한 역학혀 조사 연구， 다기관 암 코호트 구축융 통한 

인간 유천체 역학 연구， 혈챙 지질과 대장암 발생의 인 

과척 관련성에 관한 천향적 코효트 연구， 한국언에서 

Heliα>baα.er pylori 감염과 위 선앙의 판련성에 대한 

환자 역학척 코호트 연구， 한국형 다기관 암 코효트의 

훈자 역학척 연구률 위한 운영 판리 체계 개발， 임상시 

험 판리 기술·인터넷과 었.fi.에 기반한 다기판 임상시험 

관리 빛 풍륙 시스댐 개발 연구， 우리나라 툴다공중의 

발생 규모 추갱 및 관련 유전자 검색， 약용유천체연구 

사업， 한국인에서의 환경호르몬의 건강 위해 연구， 한 

국산 배의 건강 기농성 소재로서의 가능성 연구， 현국 

인 두정부암 발생에 마쳐는 DNA수복유전자의 영향， 버 

스페놀A 안전관리 방안 수립율 위한 조사 연구， 다환방 

향촉탄화수소애 대한 감수성얘 미치는 CYP2E1의 유천 

짜다형의 작용기천 연구， 지식기반 및 연구네트워크 구 

축， 유전자칩융 이용한 인체조협새포 방사선 조사관련 

유전자 방현 프로파일 획득 및 방사션 발암기전연구， 

Orient tsutsugamushi 및 Lept∞pira interrc흉ns의 유천 

1빼 영기 셔열 훈석 둥이 이루어졌으며， 저서 3권， 종설 

g연， 국내 학슐지 논문 21면， 국채 학솔지 논문 29현 

풍의 학슐척인 성과를 거두었다. 

φ 인사사항 

변동없융 

@수상내용 

박뱅주 교수가 식품의약풍안전청장 표창장융， 김주한 

교수가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우수 논문상옳 수상하였다. 

직 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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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예 방 의 학 회 。l 사 창 2002.12-현째 

대 한 의 학 희 。l 사 2003. 4-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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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배경융악파 단기 기억력과의 판련생 
2- 1 의대생의 반사회성과 음주철찌력의 판련생 
2- 2 용아리 활풍이 학업생취도에 미치는 명향 
3-1 코골이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3- 2 미용성형환자에서 self-esleem과 bodyimage의 

관련생 
4- } 스트혜스와 과민생대장충후군과의 판련생 
4- 2 의대생의 생활슐판과 혹부비만의 판련성 
5- 1 간호사의 교대근무가 여성건강얘 미치는 영향 
5-2 댄스가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6-1 쩡질방 이용과 강기의 관련성 
6-2 초경 연령과 최종키와의 판련생 
7-1 내향성과 일충톡 성향과의 관련생 
7- 2 여성의 비만도와 성 생숙도의 판련생 
8- 1 비데 샤용파 치질 예방의 판련생 
8- 2 인턴에서 직무만촉도와 당직 전후 스트해스 

변화와의 판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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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9-2 컴퓨터 사용꽉 안구건조중과의 관련생 
10- 1 휴대폰 사용 융판과 두룡의 관련성 
10-2 의과대학 교육과갱 이수갱도애 따혼 

건강염려도의 차이 

@ 대학원과정 

~ 2003년 l학기 개쩔과목 

약물안전성감시체계흔 : 담당교수 박병주 

산업보건 각흔 : 답답교수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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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하이힐이 근골격계 진환얘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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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훈석 
6- 2 얘완견의 사육여후와 갱서적 안전생애 미치는 

영향 
7- 1 서율의대생의 주거형태와 생활슐관판의 관째 
7- 2 체중체형애 대현 인식과 식이 장얘의 생명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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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월정에 대한 태도와 월경 전 중후군 
9-1 책관척/주관척 비반도와 우울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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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I 서울의대 1，2학년률의 룡학숍관과 지각의 관련생 

목 

~ 2003년 2학기 개껄과목 

식이역학 : 당당교수 안융옥 

생체감시 : 담당교수 강대회 

일 자 지도교수 

신얘션 A nesled ca풍@피d 없dy on Ihe association 0( Helicobacter PYIαiinfection 20C셔. 2 유근영 
with 용$꺼c can∞r within Ihe cohα1 

획생혜 노인여성에서 예정과 뇌졸충 항생간의 판련성에 광한 코호트 연구 2003. 8 박병주 

조용진 노인 인구에서 용주와 허협생 뇌졸중 벌생 위험간의 광련성 연구; 코호트내 환자- 2004. 2 박병주 
대조궁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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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청주시 일부지역의수돗률률소화사엽 비용연익 분 
석. 보건행갱학회지 D>3;13(1):좌45 

2. 이보은，황숭식，박혜숙，하용희，권효창，이총태，조용 
성， 박영순， 임총환， 흥융철， 출순휠， 방명걸 황사 발생 
과 일후 초둥학교 학생들의 지각충상 및 행동변화. 한 
국학교보건학회지 D>3;16(1):1용 

3. 엄형춘， 하미나， 족순휠， 권효장. 황사에 대한 인식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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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 명 규 격 저 자 훌판사 비 고 

인간중심의 환경， 전진호， 김돈융， 김차수， 문채동， 오무영， 진영훈화사 공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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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 표돼휠， 이경우 유전체 역학연구의 풍향. Kαean J 

Prev, Med. 2003;36(3): 213-222. 

@연구버 수혜현황 

연구자 여‘- 구 목 지윈기판 비고 

안융육 원천 총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연구 과 학 기 술 부 
서융시지역 암둥확사업 국 립 앙 샌 터 
역학조사 연구사업외 전략 방향성 갱럽 국 럽 보 건 원 

총션선로 주변의 천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척 조사연구 한국전기연구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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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쟁충학교실 (Department of P값asitology) 

rn 훨훌톨홉. 
主 f王 뤘 뺏 ~훌

名 • tì 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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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혔 ~ ~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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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 NJ • 훌훌立 ￥뿔*효 훌쫓ilU훗t 
n훗iIl 문용숙 

E긴 主훌活ti훌I훌 

CD 흥론 
융 한해 기생충학교실용 다혼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연구 활동융 흉해 많용 연구 업척융 국내외 전문학술지 

에 루고하여 좋옹 성파홉 거두었고， 학생교육에 있어서 

도 새로웅 학품의 효용과 기생충학 고유의 특성올 잘 

접목하여 학생률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져 많옹 결실이 있었다. 교수률용 창의척이고 적 

극척인 활발한 연구 활풍융 룡해 기생충학의 발전에 이 

바지하였고， 연구원롤용 각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교육 

및 연구 활동얘 보조 창여하여 교실의 발전에 이바지하 

였다. 채종일 주임교수는 기생충학교실의 발천율 위해 

최선융 다했고， 구생훤 모두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 

에 전념할 수 있도륙 배려했다. 또， 인간생명과학연구 

단 BK2l(의치약학부) 단장으로서 BK21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률의 연구 및 창의척 연구 활동융 위한 지현사 

업융 생실히 수행하여 많은 연구자률이 연구결과훌 50 

둥채 장지에 깨재할 수 있께 지훤하였다. 홍성태 교수 

는 서율의대의 발전파 연구 능력 향싱율 위혜 연구부학 

장으로서 진취척이고 척극척인 자세로 동 대학 교수 및 

연구원틀의 학내·외 연구 활동융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그 성과률 인갱받고 있다. 아융러 대한기생충학회 현집 

위원장을 역임하여 학회발전융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 

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채종일 주임교수와 더불어 외 

국의 기생충 판리와 보건중진융 위한 국제척 기생충관 

리사업에 창여하여 기생충으로고룡받는사람들율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금죠교수에서 부교수로 2003 

년 9월 1일부로 진급한 최민호 부교수는 해외연수률 통 

해 익힌 선진 연구기법과 연구 방향율 토대로 간홉충올 

비롯한 여러 종의 기생충융 대상으로 활벌한 연구를 진 

뺑 중이다. 신온희 BK21 채약조교수는 혹소포자충과 

서울주걱홉충융 이용한 기생충연역율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훌 인갱발고 있다. 국상마 박사는 미 

국 택사스얘서 박사후과청옳 마치고 귀국하여 BK21 박 

사후연구웬으로 임명되어 많옹 연구용 수행하였다. 한 

은핵 박사는 2003년 3웠 강현의대 기생충학교실 전임 

강사로 임명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융 수행하고 있고， 조 

교 청병석， 박재환 선생옹 채임용되어 교수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DSFS 장학생으로 선갱 

되어 박사과청 중에 있는 장흥만， 임애분 선생은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에 충실하였다. 이순육 선생은 

실험실 내의 연구 활동뽕만 아니라 유창한 충국어흘 바 

탕으로 한충 기생충판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율 담당 

하였다. 박지연 선생용 2003년 9월 석사과정에 입학하 

여 척극척인 자셰로 연구톨 수행하여 2003년 12월에 

국재학회에서 결파률 발표하였다. 

새로운 커리률럽에 따라 척용된 의학과 2학년의 기 

생충학 강의 및 실습은 충실히 진행되어 좋용 호용을 

얻었고， 전국 12개 의과대학 빛 대학원에서 의뢰한 초 

청강의률 진행하였다. 본 교실에서 국재학채에 쳐옴 보 

고한 후 활발혀 연구되고 있는 창굴큰업홉충(Gymncr 

마alJα'des 풍에 판련 연구 업척이 국외에서 인청받아 

기생충학째에서 가장 버중이 큰 50 잡지인 T며lds in 

P때sítol(쩡y애 m씨ew 논문이 게재되는 혜거률 이룩하 

였다. 한편， 구충효파 개선융 위한 서방성 프라지환탤 

쩨재의 개발융 위한 연구 활동의 결과 찬홉충 및 주혈 



성명 학 회 명 훨 동 내 용 

채총얼 | 기 초 의 학 협 의 회 | 상임이사 
채종일 | 학 생 동 아 려 지 도 | 총촌의료봉사회 농활 인슐 
채종일 | 인 제 의 대 | 외래교수 
채총일 | 보 건 욕 지 우 (보 건 원) I 말라리아대책위원 
채종일 I WHO 홉 충 철 환 판 리 | 자문위원 
채종일 | 한 국 건 강 판 리 협 회 l 기생충질환 대책위원 
채종일|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감사 
채총얼 | 의 과 대 학 인 청 명 가 위 훤 회 | 기획 및 문항개발위원 
채종얼 | 대 한 의 사 협 회 | 의학교육위원 
채종얼 | 과 학 기 슐 부 | 기초의과학육성협의회 위원 
채총일 | 국채혈대의학및말라리아학회 | 집행위훤 (무염소이씨 
채종일 | 대 한 의 학 회 | 기획위원 
채총일 |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 학술연구심사명가희 위원 
채종일 | 국 립 보 건 원 | 열대풍토병관리사업단 자문위원 
채종일 | 션 택 의 학 학 생 지 도 | 최교주 외 3인 션택의학과정 지도 
체총일 l 강 염 병 연 구 소 l 천남 강진군 신천연 사초리 지역 주민에 대한 

장홉충 역학조사 및 치료 

채총얼 | 한 국 건 강 판 리 협 회 | 중국 강서성 지역 주민에 대한 용토병 얘방 빛 
진료활똥 

채총얼 |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라오스 주민에 대현 기생충 검사 및 치료 

채종얼 |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중국 기생충학자 교육 
~종일 | 한 국 건 강 판 려 협 회 | 라오스 기생충학자 교육 
채총일|태 국 창 마 이 대 학 교|대학원생 2명국내초챙 연수교육 

흥생태 | 학 생 용 아 리 지 도 | 의료용사회 이율 
최민호 | 학 생 동 아 려 지 도 | 합창단 

[]] 훨育現況 

CD 학사 과정 
• 주간실습표 
학년 | 실습기간 

2 실슐소개 및 현미경 계측법 

연충란 0) 

연충란 01) 

실 습 내 용 

연충， 션모충， 분션충， 구충， 회충 
고래희충， 요충， 사상충， 고래회충 유충 분리 및 흰취 실험갑염 

기생총학교실 • 91 

일지 

2001. 4-현채 
2003. 7.30-8.2 
1999. 3-현찌 
1쨌.12-현재 

1995. -현재 
1994. -현재 
2000.11-현재 

1999. 6-현재 
2001.-현재 

2001.-현재 

2αX>.-현재 

1997.-현재 
2002.-현재 
2002.-현재 

D>3. 6.23.-7.19 
2003. 7. 7-9 

2α>3. 9.1-8 

2003. 3. 3-13 
D>3.11.:Ð-I2. " 
2003.11.11 
2003. 5. 2 

2003. 8. 6-10. 5 

2003. 3-현재 

3월 3일(월) 

3월 6일(옥) 
4월 2일(수) 

4월 11일(금) 

4월 23일(수) 

4월 25일(금) 
5월 6일(화) 

5월 12일(월) 
5월 16일(금) 

5월 19일(월) 
5월 23연(금) 

주혈홉충， 간홉충， 혜홉충， 간질， 간홉충 피낭유충 광활 및 흰취 실험감염 
극구홉충，이형홉충류，셔율주걱홉충，창물큰업홉충 

팡절열두초충，고충，유무구초충，낭미충 

현충류 포냥 및 영양형， 섬모충 

질연모충， 파동연모충， 리슈만편모충， 뱅얘서 고충 및 서용주걱홉충 유충훈리 
욕소포자충， 작은와포자충， 폐포자충， 말라려애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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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
ι
 

a 
I 논

 
번호 논

 
1. Han 만’， Han KY, olai JY (뼈13) T<앵.UnentaJ 

비trastruαure of the ìuvenile and adult Hima.효h1a 

aωx:ia (Di힘없:F.c매nOISlomatiφe). Korean J Parasitol, 
41(1):17-25. 

2. α1aÎ JY, l.ee SH, αlOÎ SY, l.ee )S, Yong TS, Park Iq, 
Yang KA, l.ee 때， Park 씨， Park HR, Kim 씨， Rim 

버 (2003) A suπey of Bru행 m때yi infection on the 
Heu홈와1 Islands, Korca. Kor얹n ) Parasitol, 41(1): 

(9-73. 
3. Shin 타-1， Kim 까i， Hong SJ, Park JH, Guk SM, chai 

JY (2003) 당fects of 빼-외l히멍c drugs on intestinal 
mastocytos피 and wonn expulsiα1 of rats infected 
with Neodi비Ias10mulIl seouJense. Korean J Parasitol, 
41(2): 81용7. 

4. sohn WM, Han ET, seo M, chai JY (2003) ldenù

fx:ation of AcanL없rema feJis (Di양nea: Hetero
phyidae) metacera.따e encysted in the brackish 

쩌ter fish AcancJ1OfJObius fl3에따nus. Korean J Par

asitol, 41(2):101-105. 
5. sohn WM, 용。 M， α1aÎ JY (2003) 5wface 띠tra

struαure of the ad비t stage of Acan야00"ema feJis 
π'rematoda: Heter따l'f뼈e). Korean J Parasitol, 41(낀: 

107-111. 

6. olai JY, un A, S비n EH, 이1 MD, H때 ET, Nam 
HW, lee SH (2003) La∞ratory 뼈ssage ar녕 

characterizaωn of an isolate of Toxopl짧na gondii 

from 때 ocular pa떠nt in Korea. Korean J Parasitol, 
41(3): 147-154. 

7. Chai JY (2003) a얹nerging pJ.때1>odiωl} 까얘x ma
Iaria in the a앵뼈ic of Korea. M어icaJ Postgraduates 
31(6):321-327. 

8. Choi MH, Ryu JS, 냥e M, U 5, Chung BS, chai JY, 
Sithithawαn P, Tesana S, Hong sr (2α>3) Specific 
and ∞nunon anligens of CJ，α뼈r:rus 돼7er표is and 
Gþ않horchis 까verrini (CψS때뼈dae， TI뼈natoda). 

Korean J Parasitol, 41(3):155-163. 
9. chα MH, Park IC, U S, Hong sr (2003) Ex，。한ory

secretory antigen is 야ner than crude an니genftα the 

월여iagnosis of donorchiasis by 타lSA. Korean ) 
Parasitol, 41(1 ):3잊9. 

10. Hong 인‘， 나n HS, Kim DH, Kim 5J (2003) A case of 
용α'Oem앙itis associaled with gastric l꺼churia회s. J 
Korean Med Scí, 18(3):429-32.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Q 
tr 논 

1. lee JA, Kim DH, Kim YK, Chung 타i， αloi JH, lee 
HJ, a니 JG, Chai JY, Lce 깨 (2003) 1ψoca용 of 
cα1홈띠tal toxoplasmosis d뱅losed by polymerase 
chain reaω。n. Infection and Chemc:xherapy, 35(1): 
45-52 (in καean). 

2. W，∞ HC, chai JY, 뼈18 S) (2003) Re∞very， growth 
and devel야:ment of Maaα'XChiS spin비'osus in 외야10 

rats. Korean J 없rasilol ， 41(1): 낀'-33. 

3. lee 앙i， Kim MN, 8ack BY, olai JY, Kim 까-1， I-twar홈 

번호 
a 

-
ι
 YS (2003) Analysis of parasite-specific anlilx엉Y posí

ûve patients f，α Oonα'Chis sinensis, Paragonimus wer 

termani, c뼈icercus and spa흉n띠n 야띠g EllSA. Korean 
) Lab M어， 23(2): 126-131. 

4. Kwon IH, Kim HS, l.ee JH, Choi MH, α1aÎ JY, 
Nakamura-Uchiyama F, Nawa Y, Cho 뻐 (2003) A 
seroIogi때ly diagnosed human case of CI.때neous 

larva mígrans caus혀 by An<:꺼~oma ca.ninum (case 
report). Korean J Parasítol, 41(4): 경，3-237. 

@ 국제학흘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
-
ι
 

논 번호 Q 
u: 

1. Han ET, Guk SM, Kim )L, Jeong 버， κm SN, chai I Inst Q;w허φ Cruz, 98 (suppl. 1):123-126. 
JY (2003) Det없ion of pataSite eg홈 from 빼ae- I 2. 싫ID WM, Han ET, chai JY (2003) Acanl뼈ema felis 

어(횡CaJ excavations in the Republk of Korea. Mem I n.sp. (다양nea: Heteruph꺼dae) 뼈n 빠 smaJJ inte응 



@국채학회밭표 

번효 논 
o 
ir 

1. 앙피1 EH. chai JY. PIακtive role of macropha양S 

induced by Thl type T ceU immune esponses a용.inst 
intestinal trema~αIe. Neodiplostomum seαúense. 까le 

앙1 KCI'e용μ뼈n 뻐I3Si1d앵ss seninar (Fa\Im α썩u-9). 

용oul. Korea. 2003. 10. p. 21-22. 
2. olai JY. Aoki Y. lntemational co-어:>eraωn of par

a찌te COntrOI throo혈1 Forum 0IejU Acti에lty. second 
∞뺑ess of f，αleration of Asian parasitol앵SlS. Oúba. 

Ja뼈n. 2003. 11. p. 26. 
3. Chai JY. Un A. S비n EH. Guk SM. Oh MD, Han ET. 

Nam HW. l..ee SH. L1boratory p앓sage and charac
te따ation ci an isolate 0( Toxoplas1TJ3 gor빼i from an 
@비ar patient in Korea. second congre.ss of federa
tion 0( Asian 뼈rasito1o:뺑s， a니00. Ja얘n. 2003. 11. 
p.88. 

4. S비n 단-1. Kinl SB. N따n HW. Han ET. patk JH. Park 
JY. Ahn 버. Olai JY. πle use ci monodonal anti

k잉ies for flow cytometric de‘cction of intraceUular 
Toxoplasma gon떼i in murine splenic lymphocytes. 
&αXld ∞ngress of federation of Asian parasil이

앵SlS. α)iOO. Japan. 2003. 11. p. 93. 
5. G따 SM. 없rk JH. Yong 1'5. chai JY. Genoty야:S of 

Cryplaspcxidium parvum in the Republic 이 Korea. 
4!h ser피nar on food-and waler-bome 뼈rasitic :zo.. 

onasÎS. p. 64. 
6. olai JY. Re젠lerging viv앓 뼈빼 in !he Republic 
ofKα"ea. 4th 앞minar on food-and water-borne par
asitic zoonasÎS. p. 'õ7. 

7. αlai JY. f ood-borne im없inal trcmalαIe infections in 

기생충tt교생 . 95 

번호 논
 

o 
ir 

the Republic of Korea. 4th sem.inar on f;αxi-and 

water-bome 뼈rasitic zoonasÎS. p. 159. 
8. Park JH. Park JY. 벼n ET. S비n 당i. Guk SM. chai 

JY. prev외ence and 용앵-aphical di앙ibution of 
hωnan heteroph꺼d fluke inf없ions on VVCSlem and 
sou!hem α)ast외 iSIa때S 띠 !he Repu버jc 0( Korea. 

4!h ser찌nar on f;∞d-and wa~-borne 뼈rasitic 

z∞nosÎS. p. 160. 
9. Shin EH. Park JH. Guk SM. tin A. Park JY. α13i JY. 

Protective inlmune responses of rnice experimentally 
띠fooc념 얘th Neodiplostoo1UJ1l seouIense. 4th ser꾀nar 

아1 food-and water-bome parasitic 2α:>nosÎS. p. 160. 
10. C뼈i JY. Park JH. Han ET. Guk SM, S피n 당i. sohn 

WM. Yong 1'5. Eom KS. Min DY. Rim 비， 

Phommmasack B. 1뼈sie맹nay B. Post-treatrnenl 
wonn ∞Uection of OpistordUs 이‘lCJTini and intes
tinal f1ukes from 야~le residing along the Mekong 
rivers녕es of l..ao PDR. 4th 앓ninar on f，α잉-and 

waler-borne parasitic 2∞n∞ÎS. p. 193. 
11. ün A. Shin EH. Han ET. Nam HW. αlai JY. 

Laboratαy passage and c띠raαerization 0( a Tox<r 

pl앓ma got빼i isolate from an ocular patiem in 

Korca. 4th seminar on food-ancI waler-∞rne par
asitic zoonosÎS. p. 216. 

12. Park JY. Pa.rk JH. Shin 타-1， Guk SM. a퍼i JY. Starus 
of larv혀 heteroph꺼d fluke infections in muUets 
cau빼1 from the western sea of the Republic of 
Korca. 4th serninar on food-and water-borne para
sitic z∞nosis. p. 291. 

@특혀훌원 

훌원인 제 드-「! 흩원일자 훌윌국 흩윌상태 

홈성대， 이숭진， 고현규， 셔방생 프라지환탤융 포함하는 조성율 2002.4 남아프~} 홉 월 
주갱훨 공화국 

홍성태， 이송진， 고현규， 서방성 프라지환헬융 포함하는 초생률 2002.10 대한민국 훌 현 
주청철 

채총일， 흥생태， 조숭열， 간홉충， 혜홉충， 유구낭미충， 고충 강영중의 2001.5 대한민국 훌 원 
한 신，조일환 효소연역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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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학교실 
(De障trænt of 따 History of M년icine and 뾰dical Hwmnities) 

OJ 훨훌톨홉. 

웹
 

뽑
 웹 뺑 뺑
 

익
 
희
 
호
 

훈
 

훈
 

신
 
경
 
근
 

왕
 

화
 

강
 청
 
장
 

이
 

김
 

엠
 훨
 모 인
 

쯤
 행
 션 
짧
 챔
 뼈
 

혐
 뼈
샘
 
뼈
냐
 
챔
 박 앤
 챔
 청 써
깨
 
황
 

수
 수
 원
 료
 년
 
년
 
년
 
료
 년
 
년
 

교
 교
 

수
 3 
2 
1 

수
 2 
1 

조
 구
 

임
 
빙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주
 초
 연
 
박
 박
 박
 박
 석
 
석
 
석
 

[1] 훌k育現況 

CD 학사 과정 

· 본교 

낌 主찢홉ltJ훌項 

<D학회임원훨동 

직물 성명 학회영 직위 일자 

교수 황상익 현국과학사학회 회장 2003.11-
한국생명용리학회 부회장 2000. 6-

겸 연집인 

대한의사학회 면집인 2003. 5-

확년 학기 쿼터 홍시~~ 교괴목 

의예과 2 l 4시간 의학개흔 

의학과 1 1 1, 2 17시간 의사학 

외학과 2 1 2 3주 선택의학Il(의학연구파생) 

- 북한보건의료의 이해 

• 타대학 
대학명 (학과， 학년) 교과목 학기(쿼터) 총시ζ다 장여교수 

단국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I 매주 2시간 황상익 

생균판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1 (1) 얘주 2시간 황상익 

인제대학교(의학과 3학년) 의사학 1 (1) 총 4시간 황상익 

풍신대학교(한의예과 1학년) 의료융리학 1 얘주 2시간 황상익 

강왼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2 β) 총 4시간 황상익 

한립대학교(의예과 2학년) 의사학 2 (3) 에주 2깨간 황상익 
정상대학교(의학과 1학년) 의학과사회 2 (4) 총 7시간 황상익 

풍신대학교(한의예과 1학년) 비교의학론 매주 2시간 황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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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의학교실 (Dep값tment of Forensic Medicine) 

띠 훨훌톨홉. 

률t ~률 李正삐￠ 

主 ff 훌 홉 훌允훌 
훌훌助률t 뺏 후쌓홉 

ab tt t~珍홈 
大 톨 院 호 

1t 土 훌함甲 李 앓 

훌 土 11운~ 林빼玉 
훌 훌 훌 훌혔j흩 

훌k 좋 11 用 후‘엔'" 金훌定 술lIlI훗 랬;k좀 

며 主훌홉ltJ훌I훌 

<D 총론 

때3년 교실 업무의 큰 골격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 

다. 예년과 같이 법의학 교육， 법의 감쟁 풍으로 분주 

한 날들이었다. 전체척인 감갱 건수는 다소 충가되는 

경향인데， 이 가운데 지난해와 마창가지로 부검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옴은 아쉬용으혹 남는다. 

혹허 학회와 관련하여 소집단 모임이 빈번하게 있었다. 

현장 감식 활생화훌 목적으로 ’법의감식연구회’ 활동이 

@ 학회임원활동 

직 :‘그a 성 명 학 

교 ,‘- 이 갱 빈 대 한 법 

한 국 

jj‘, 1 2‘- 이 융 성 대 한 법 

한 국 배 

대 한 의 

대 한 병 

한 국 의 
기금부쿄수 。l 숭 덕 대 한 법 

회 

의 

상 
의 

상 
료 

리 
료 

의 

시작되었고， 모임의 상당 부분융 본 교실에셔 갖게 되 

었다. 이와 함쩨 유천자 감식과 판련하여 이숭덕 교수 

와 연구원들은 ’DNA 프로필 연구회’ 모임융 활생화하 

여 다혼 기관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뺑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법조채와의 교류 창구인 ’M어ìco-Le용l 

Forum’ 모임 또한 매당 한 번씩 지속되었다. 충국 길립 

생 법의실의 김회션 박사가 교실율 방문하여 충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융해에는 교실얘서 학위과갱율 이수하던 학생 중에 

장영길 학생이 박사학위톨 받았으며， 갱철갑 학생이 석 

사학위훌 받고 박사학위 과쟁에 입학했다. 그리고 새로 

이 이철 선생이 박사과갱， 임혜옥 선생이 석사과갱으로 

업혁하였으며， 전년도에 임용된 박진철 조교는 재임용 

되었다. 

@인사사항 

직 릅 성 명 일 자 비 고 

3‘~ 교 H~홈 2003.03. 재임용 
대학원생 11햄甲 2003.03. 입 학 

대학원생 李 M 2003.어. 입 학 

대학웬생 t~ii:n 2003.03. 업 학 

연 구 원 ~;k춤 2003.03. 신규채용 

명 직 위 일 자 

학 회 。l 사 1986. 6-
의 학 회 이 사 1989. 1-
학 회 부 회 장 2001.10-

의 학 회 총 -Ir, 1995. 5-
법 학 회 Jf 회 장 2(0). 3-
학 회 명 의 원 1994-

법 학 회 。l 사 2000. 3-
학 회 재 무 。l 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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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톰홈&홈."훌피I 

@국쩨학흘지 연구논문 

시 

2003. 5. 
2003.10. 
2003. lO. 

2003.10. 
2oo3. lO. 

일 
E 

ι
 

한국인에서 Penta 0와 E STR 유션화의 다형성 훈석 
때lOC뼈ldriaJ 01뻐 생ingre횡m 다형생에 관한 연구 
현국인에셔 10개 y-인R 유천화의 다형성 및 일배쐐형 

죠기 심근정씨 진단율 위한 고집척 조직배열의 활용 
Sweet 충후군과 광련한 사망례 

논 번호 
--‘
4 

’3 

41 

ζ
/
 

@저서 

시 일 록 저| 

사망진단서， 이렇게 쓴다. 
법의학의 세채 

자 

이융생， 박우성， 박석건， 서순원 

이융생 

저 번호 

2003. 9. 
2003. 10. 

1 

2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번호 01 톨 내 용 일 시 

1 장영길 한국인에서 Penta D와 E 인R 유천좌의 다행생 환석 2003. 5. 
2 장영킬 Mit여lOIldrial DNA 생ingre횡m 다형성에 관한 연구 2003. 9.30. 
3 갱훨갑 한국인에서 10개 y-S'rn 유천확의 다형성 및 일빼쩌형 2003. 9.30. 
4 갱총민 현국인에서 미토큰드리아 DNA-D-)∞p 부훈의 이행세포철생 양상 2003. 9.30. 
5 이 청 스위트 중후군판 판련한 사망혜 2003. 9.30. 

@ 국제학슐대회 참석 및 뭘표 

져 일 모 ..... 찌 」‘
-‘-

장 명 성 

2003. 3.15.-21. World Federation for M때icaJ Education 렌마크코웬하첸 이윤성 



@수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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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굽 성 명 

신영수 뼈
-
總
 

교 수 

날 찌 

2002. 2-2003. 6 

주관기관 

대흉령 

@학회임원톨동 

- 신영수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JA}{I987.2 - ) 

한국의료QA학회 사업이새1994.3 - ) 

[]] 훨育現況 

<D학사과정 

가)주간실습표 

- 김용익 교수 

대한얘방의학회 。l새1쨌.11 - ) 

한국놓촌의학회 이AKI993. 2. - ) 

한국보건행갱학회 편집위원장(2002.7 - ) 

학 년 학 기 쿼 터 강 의 실 슬 교과목영 

의 예 과 2 1 - 의 학 재 론 

의 학 과 1 2 4 1 환자·의사·사회 

의 학 과 4 1, 2 1, 2 18 9 의료관리학 

의 학 파 4 1, 2 1, 2, 3 5 64 지역 사 회 의 학 

의 학 과 4 2 3 4 - 의 료 법 규 

나) 주요교육현황 

2년 간의 공빽 후에 본과 4학년융 대상으로 다시 시 

착하는 의료판려학 강의는 1학기 동안 강의 18시간， 실 

습 9시간이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용 과거 내용융 토대 

로 새로용 내용률이 추가되었으며 의료관리학 실습은 

’의료의 leam approach’, 한국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채 

정’， ’외국의 의료채도’ 충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이얘 대해 학생톨이 직접 초사， 연구하여 발표하는 방 

식으로 진뺑되었다. 

또한 율혜로 12년융 맞고 있는 지역사회의학 실습은 

서옳시의 2개 보건소와 청기도 안성시， 양주군， 파주군 

둥지애서 수행되었다. 주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의 

협초로 진행된 지역사회실습융 통해 지역사회라는 보건 

의료 현장애서 스스로 지역보건푼채훌 명가하고 보건활 

동을 기획 실뺑}는 체협의 기회훌 가졌다. 금년부터 

서풀에 있는 도시형 보건소로 실습대상융 새륨게 시험 

척용하였는데， 이번에 대상으로 션청된 곳은 서율시 강 

북구 보건소와 성북구 보건소였다. 

의학과 4학년융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료법규 강의에 

서는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플에 대한 기초척 이해률 

강조하였고， 시사생 있는 사례훌 충심으로 의료법규의 

최근 동향파 주요 법규뜰의 핵심융 간명하게 전달하였 

다. 

본과 2학년생 충 의료판리학교실에서 선택의학실습 

을 회망한 학생융 대상으로 4주간 시행한 선핵의학 설 

슐용 장얘인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 이롱융 학습하고 총 

로구 지역 병의원의 장애인 연의시껄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훌 시행하였다. 학생틀이 칙첩 연구 성계부터 자료 

분석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습 종료 후 2학년 

전채 학생율 대상으로 발표회훌 가졌다. 

1학년 학생용 대상으로 이루어진 환자의샤사회 강 

의는 의료천문주의의 개념과 한국에서 의료전문주의가 

도업되는 과갱， 의사집단의 벌전전략 및 문채정을 고찰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실 조교들이 분임토흔에 

참여하였다. 



번효 논 운 

엽， 좌효잎. 데이타ø~이닝 기법율 이용한 효융적인 
DRG 확인심사대상건 검씩 방법 예방의학회지었)3; 
36(2):147-152 

5. 김상아， 박용성， 최율밀. 견이함수모형율 이용한 국민의 
료비 예혹， 보건앵갱학회지2003; 13(키:91-103 

@ 발간보고서 

번호 보 고서 

1. 풍공생 #여톨 흉한 중소뱅웬 육생지원 연구. 국회 보 
건혹지위원회.2003년 9월 

2. 생톨태러가능 뱅윈셰 및 실험실 안션둥급채 운앵 및 광 
리쩨계 개빵. 국립보건원.2003년 7월 

3. 의료기팡 륙성과 철혀 수춘융 반영한 DRG 수가조정지 
수 재활연구. 보건북지부. 2003년 4월 

@ 마UlECT 연구훨동 

번호 여‘- 구 주 찌 

1 지역사회 갱신보건사업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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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논 운 

6. 조생진， 좌율잎J 죠명쩨， 서홍우， 박계식， 빼찌냥， 신철 
진， 지정환， 함용진， 갱인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 
득충 안성갱신질환자의 요구도 초사. 신경의학회지W03; 

42(6):끼1-783 

번호 보고서 

4. 병상자원 관리갱책 개밟연구(째2세부과재). 보건복지부， 
2003년 4월 

5.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연구.2003년 12월 
6. 창얘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3년 12 

월 

기 간 수임기판 

2003. 3-2(X씨. 2 경기도연천군 

2 한국인의 철뱅부당 혹갱율 흉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판한 연구 2003. 5-2OC셔. 4 보 건 복 지 부 

3 용융의료 수가체계 개션빵안 연구 W03. 3- 2004. 5 보 건 복 지 부 

4 장에인 보건의료서비스 째채 구축방안 연구 2003. 3-2(χ13. 12 보 건 북 지 부 

5 답빼가격 인상파 찌윈활용뱅안 연구 2003. 8- 2003.11 국회보건륙지위현희 

6 공공생 l흙여톨 륭한 충소뱅원 육성지원 연구 2003. 6- 2003. 6 국회보건복지위원회 

7 꽁꽁뱅윈 확충방안 개앨에 환한 연구 2003. 9-2(X셔. 1 보 건 북 지 부 

8 의료갱보쩨풍시스엠 구혹빵안 연구 2003. 9- 2004. 5 국민건강보험공단 



rn 훨휴現況 
m 학사과정 

의공학 파목에 대한 학생교육용 신교육과갱의 교과 

목 재연으로 1학년 과목으로 편성핑에 따라 1학년 4쿼 

터， 4학년/3쿼터로 총 IS시간에 걸쳐 강의로 진행되었 

다. 각 시간 벌 교육 내용옹 다용과 갈다. 

학년/쿼터 의공학강의주제 강의시간 비고 

1. 의공학재요 1 

2. 의학영상 쳐리기슐 

3. 생체 계측 l 

1학년 4. 인공장기 1 

/ 5. 조직공학 I 

4쿼터 6. 의학영상 기기의 원리 1 

7. 생체신호 처리 

8. 임상 전기안전 

9. 컴퓨터의 기초 1 

4학년 10. 생체계흑과 신기슐 1 

/ 11. 생체 역학 1 

3쿼터 12. 컴퓨터 시툴혜이션 

13. 생체채료 

14. 용신과 네트위크 l 

15. 의사절정 지윈시스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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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 대학원 기초공통과목{자료쳐리용) 1학기 강의로 

총 15주의 교육시간 중 4주{매 주당 3시간)톨 실 

습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시간 지협리론강의주제 비고 

제1주 lnltα:Iu띠on Data & Infonnalion 

제2주 Dalabase 이흔 

제3주 Aαess톨 이용환 DB 설계 

쩨4주 실습 (þ.αess 1) 

제5주 실습 (Ac야ss 2) 

제6주 의료인율 위한 인터넷 

껴7주 Excel율 이용한 자료처리(실습) 

계8주 Excel용 이용환 자료쳐리(실슐) 

WtndoIν 2000의 고급기능 

져9주 |없빼 &et빼 
infonnatic CliniCaI derision 

support syst얹1 

쩨10주 갱보검색 

제11추 Al in Medicine 

제12주 Bíol앵cal Signal prα:essing 

제13추 Bioinfonnatics 

쩨14주 실습 (MATIAB) 

제15주 기말고사 

- 대학훤 의공학 천공 교과목융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일주일에 3시간씩 3학정으로 다용과 같이 개셜하였다 

학기벌 

1학기 

2학기 

@학위수여 

• 석 사 
이 톰 

배지수 

교과목명 

생체척합성연구 

생체시스엠시률래이션 

의료갱보검색재흔 

논 운 쩨 목 

갱신분열병 환~}군과 청상인얘서의 P3QO 전류및도 모댐의 용 

계척 분석용 용한 비교 연구 

담당교수 

민병구 

박광석 

최진욱 

일 자 

2003. 8 

비고 

지도교수 

박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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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효 운 논 논 

a녕 Short-‘erm in 꺼vo Olaracterislics ci a ~어-F 
π파1 Fi따n M여iflCd Glucose 옮lSOr. Ana)ytical 
&뻐lCCS. 2003;19:1481-1486. 

14. )i soo Pae, )un soo Kwon, Tak Youn, Hae-)eong 

번호 
g 

·
ι
 Patk, Myung Sun Kim, Boreom Lee, park Kwan2 

빡. LORETA 뼈밍ng ci P300 띠 혀lÍZφ빼ùa with 

individual MRI and 1용강tanneI EEG 

@ 국제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효 논
 

o 
tr 

1. seon J∞ng Kim, 싫ng Jun Park, Sang Min Lee, 
Young M∞ Lee, .!:iee Chan Kim, Sun I.Kim. Flec
tro3ctive Characteristics ci Interpenetrating Polymer 
Nerwork Hydr~￥ls α)olα:l5ed of poly (vinyl 외lcohol) 
and poly(N -isopropylacrylamide). JoumaI of Applied 
PoIymer sc삐'ICe. 2OQ3;89(4):8S앙없4. 

2. Se-lk park, 싫ng Beom Jun, Sejin park, 건뾰도쁘E 

얻피._and Sung June Kim. Application of a New 

번호 논 룬 

O-pl없I굉-T없ted 생IA흙J Referen야 티eCtJαIe to 
Micromadψted Gl‘JCOSe 앓lSOr. 따::E sensors Jωmal. 
2003;3(3):267-273. 

3. Seon Jeong Kim, Sang Jun Park , In Young Kim, 갱ek 

Dong Chung, .!:!lce Chan Kim. Sun 1. Kim. Therrnal 
characteristics ci Interpenet다I띠g PoIymer N하wαks 
Cornposed ci PoIy(vinyl잉∞hol) ar떠 Poly(N-isopropy
laσylamide). 2003;90(3):881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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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김 主훌홉Ib훌11 

내과학교실용 54명의 교수와 42명의 전임의， 94명의 

천공의， 7명의 사무칙， 7명의 간호직， 18명의 보건직 둥 

222명의 의국현으로 이후어져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최대의 의국이다. 구조적으로는 효홉기내과， 순환기내 

과， 소화기내과，혐액총양내과，내분비내과，알헤르기내 

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의 9개 분과로 구 

생되어 서율대학교 병현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에서 중 

추척 역합융 수행하고 있다. 

교육연얘서는 3학년 내파실습용 subintemsh1p 체제 

와 륙수병풍 실슐의 형태로 갱착되어 실습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률이 스스로 신쩨검진 순서 

및 요령융 쉽게 습특하고 숙달필 수 있도륙 내과 홈쩨 

이지 안얘 신체검진 사이트훌 개얼하였율 뽕 아니라 

vinual MD의 web 혀te에서 내파에서 주판하고 있는 각 

종 집당회 및 내파 시헝운쩨톨 게찌하여 자을학슐의 기 

회훌 째공하고 었다. 또한 학생률온 환자 및 실습기자 

재훌 룡하여 엄상정헝융 쌓고 쿄수진 및 천공의들과의 

토흔융 용하여 설아있는 지식융 습득하고 있다. Student 

cooference 시간얘는 환자들의 중혜훌 학생 자신들의 

토혼융 룡하여 임상지식의 습특과 토흔 빛 벌표의 기술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훌 째공하고 있다. 천공의/전 

임의 교육용 훈파벌 ∞nfe뼈lCe， momingconf얹nce， 

medica1 grand round 및 mortality conf얹nce 풍의 시 

내과학교옐 • 川

간융 통하여 체계척인 지식습득이 이루어지체 하고 있 

으며 분파별 전문지식과 내과의사로서 흉합된 지식의 

습득이 균형 있게 빵천할 수 있는 기회훌 제공하고 었 

다. 또한 임상확강， 방사선과， 병리과학 강의 및 판독 

풍의 기회훌 제공하여 수훈 높옹 내과의사의 양생에 노 

력하고 있다. 

연구연에서는 23명의 박사와 24명의 석사가 배출되 

었고 SCI급 외국의학잡지에 게재된 논문 수도 꾸준히 

중가되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임융 중명하고 있다. 또 

한 연구벼 수혜도 중가되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 

교육부， 학슐진흥재단 동에서의 연구비 수혜 퉁율 흉하 

여 척극척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외후 초챙 강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임상의학연구소훌 중심으로 암연구소， 간연구소 풍 

에서의 연구가 더육 내실화 휩용 율롱 세채적 수준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었다. 

진료면에서는 13뱅동파 용급실， 중환자실얘서 1일 약 

닷m명의 환자톨 진료하고 있다. 업현환자의 견료는 

team a빼ooch률 용하여 진료의 질척 향상과 환자의 

만쪽도 중가에 목표톨 두고 수행되고 있으며 간호인력 

과 전풍의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용과 유기격 협조가 중 

요한 역할융 한다. 외래진료에서는 륙수질환에 대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햄과 안내책자플이 개발 활용되어 환 

자의 이혜률 충진시키고 었으며 다양한 륙수클라늬의 

재셜， 훈명으로 혹수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 욕구롤 

충혹시키고 있다. 

CD 신규도입 의료장비 
(순환기내파훈과) 

1) 까lt table 1세트 

2) Exe떠se Test System 1세트 

3) 당hoca떠i앵-aphy System 1세트 

4) AMBP 1세트 

(소화기내과환과) 

1) 캡슐내시갱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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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성 명 인 사 내 용 월 자 비 고 

기금후교수 신 찬 수 기급조교수에셔 숭진 임용 2003.10. 1 

기금부교수 융 갱 환 기금초교수에서 숭진 임용 ” 
임상조쿄수 연 대 진 입상초교수얘 신규 임명 ” 
임상조교수 진 호 훈 입상초교수얘 신규 임명(분당) ” 
임상조교수 검 션 신 임상죠교수얘 신규 임명(강남샌터) 11 

입상조교수 박 민 갱 입상조교수애 신규 임명(강남샌터) " 
임상조교수 김 영 션 임상조교수에 신규 임명(강남샌터) ’l 

임상조교수 엄 청 융 임상죠교수에 신규 임명(강남샌터) ’l 

혹학천임강사 최 수 연 혹확전임강사얘 신규 임명(강남센터) ” 
임상조교수 김 융 훈 엄상전임강사에서 숭진 임용 ” 
잉상초교수 김 동 완 임상션임강사에서 숭진 임용 ” 
임상죠교수 김 흥 빈 임상천임강사에서 숭진 임용{환당) l ’ 
입상죠교수 장 융 석 임상션임강사애셔 숭진 임용(훈당) ” 
엄상조교수 김 지 현 임상천임강사얘서 숭진 임용{분당) I ’ 

교 수 김 유 영 한국천식협회 회장에 며선 2003.10. 

교 -ιr‘ 김 병 국 대한혈액학회 회장에 피션 2003.11. 1 

교 수 융 용 법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에 피션 2003.11. 

혹학조괴수 임 션 회 혹탁조교수에 신규 임명(강남센터) 2003.11.17 

교 수 허 대 석 1개뭘간 스위스 단기연수로 훌국 2003.11.낀 

[l] 훨育職R 

<D 학생 교육 
내과 학생교육 주간 실습표는 아래와 갈다. 

학년/ 
쿼터 싫 습 제 목 강의시간 실습시간 (00 실명술/조조， 편 @성조) 비 고 

3학년/1주 。nentation

실습소개 및 기숙사생활 소개 3 6311그훌 

테story taωr멍 1 6311그홉 

활력정후실습 2 6311그홉 

신체검진실습 7 6311그홉 

Q>R 강의 1 63/1그홉 

Q>R 실슐 2 63/1그홉 

엄상충혜의 ￠않ntation 방법 1 63/1그홉 

Medical Or양rs Request for labs. 6 (5-7명/죠，11조) 

환자연답 빛 의무기혹착생 실슐 4 63/1그룹 

PÆ & Pδformance E‘I3luation 6 6311그룹 

B하Side Procedures 4 6311그톨 

rv sampψ훌， FoIey, 1ñoracocent얹S 

EKG, Q>R, perica찌iocentesis 

L-tube, S-S rube, Peritonicocentesis 



이 톨 논 Z Cl1: 제 s--a, 

장융석 뼈스 기환지천식 모헬에셔 벼d따f 구조와 3' hexameric deo뺀t쟁앤nosine 
run 유우에 따혼 C아-oIigc:성eoxynucIeotides의 치료 효과 

오셰일 만생 심방세동예서 관활되는 분자 재형성의 고찰 및 심항 구조 찌형성과의 환 
련생 연구 

황정국 고률혜스태톨혈중 환자에서 싱바스타틴이 혈관내피-천구세포의 흥원에 미치는 
영향 

조영민 대사충후궁과 미토론드리아 DNA 다형성의 연관성 환석 

청우영 고를빼스태를혈중 토껴애서 GM-CSF가 흥션손상 및 국소방A}션조사 풍액의 혈 
광운흉기능에 미치는 효파 

김태헌 C행간염바이러스의 PKR 절합뼈 률연변이 분석-항바이러스 치료얘 대한 반용 
파의 연판션 

김태용 요요드가 S여ium ì여ide symφrter의 발현 및 기능애 미치는 영향 

김지현 위암 세포주에 대한 야metrexed의 함양효과 및 기전에 판한 연구 

김상완 πlC 타Tect ar녕 Mechainsm c:i Ghrelin on Growth and 
Differentiation 아 Murine Osteoblasts, MC31옹El C농us 

강현재 심근 세포와의 공배양과 반복 가압 배양 조건이 골격근모세포의 심근 세포로 

의 기농척 분화 유도얘 미치는 영향 연구 

이혁표 PPAR 유천자 이입에 의환 n때ZOIiφR마。ne(πD)의 혜암세포 생장억제효과 

의 중가 

박민갱 Heli<x:뼈aer pylori에 감염된 사랑 위상피 세포주얘서 핵션사인자 nucJear 
factor-kB 신호천달 정로훌 흉한 세포짜멸사의 억제 

임찌준 Human ToIl-like receptα zgJ intrα피에 위치한 microsalellile poIymorphism 
과 철빼의 연완성 

, 석 사 
이톰| 논 운 째 목 

이 청 은 | 미세알부민뇨의 션벌검사로서의 알부민/크헤아티닌 비 
(AlbuminlCreatinin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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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도교수 

2003. 8 초상현 

2003. 8 최융식 

2004. 2 이명묵 

2004. 2 이흥규 
2004. 2 박영배 

2α)4. 2 이효석 

2004. 2 조보연 
2004. 2 방영주 
20M 2 김성연 

2004. 2 최융식 

2004. 2 한성구 

2004. 2 갱현채 

2004. 2 김영환 

일 자 | 지도교수 

2003. 8 I 김성권 

변 청 식 | 식도 압얘셔 댄GFζ 발현의 임상병리학적 의의 I 2003. 8 I 갱 현 채 
최 인 실 I Phase 11 sLUdy of Chcmotherapy wilh AO아J plus Cisplatin followed by I 2003. 8 I 허 대 석 

cranì외 Irracliation in pa~ w떠1 뼈w1y cliagnosed Glioblastoma Mul따onne 
최 기 돈 | 냐d야>adll뼈} 포함된 발효유가 알코옳생 위장질환에 미치는 영향 I 2004. 2 I 정 현 채 
갱 혜 송 | 인슐린 저항생 개선째인 rosiglitazα1e과 mettor때n이 제2형 당뇨병 환자외 협 I 2004. 2 I 박 정 수 

장 aφpokine 농도에 미치는 영향 

장 혜 련 I Absence c:i Thíazide-.짧itive Na.Q Cotransporter in Re따lTI없JeS c:i I 2004. 2 I 한 진 석 
Gilelman’s Syndrome Patients 

이 희 석 I ToIl-üke RecφIα 2의 lruron 2에 위쳐한 Microsa!eli!e Polymorphism과 만생 I 2004. 2 I 한 성 구 
예쇄성 예질환의 방생과의 관련생 

이 창 훈 | 대식세포에서 내특소에 의한 뼈 생성애 마치는 열충격단액 70의 억제 효과 I 2004. 2 I 유 철 규 
이 재 육 I An벼iuretic Effect c:i Hydrochlor아따깅de in Ulhiwn-뼈uced N얘d명enic I 2004. 2 I 한 진 석 

Dia밟cs Insipidus is Assoc:iaLed wilh Increa똥d 앙pression c:i Aquaκlrin-2 
이 근 육 I A Novel Histooe Deacetylase 뼈bitor， SK-7여1，빼 빼rked Antitumor I 2004. 2 I 방 영 주 

Activity 띠 Human Lung and Breast Cancer α11 Unes 
융 탁 | 없ltl1ycl∞blatine 뻐nat야αelic stem 때 Tra빼ala뼈1: 뼈:>aa ci Variable I 2004. 2 I 박 선 양 

。fN앙ia비e Factors 010 GVHD Inddence and Survival 



CEÐ 혈액총양 

101뱅동에는 교수로서 보직되는 병통장 지도하에 수 

씩의인 4년차 1명파 주치의률 당당하는 1년차 및 2년 

차 2명 퉁 3명의 천공의가 배치되어 하루얘 l회 이상 

병동장 회진과 수석의 및 주치의 회진융 실시하여 환자 

의 진료 및 문제혜절을 상답지도함으로써 진료기술과 

의사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었다. 2년차 혹옹 3년 

차 천공의 충 혈액종행헤과에 I'Otatioo하는 천공의들용 

빼일 2-3시간 풍안 담당교수와 병실희진율 하며， 환련 

집담회에 창석하여 문째환자의 진료에 판하여 의견 교 

환율한다. 

전엄외외 교육율 위하여 얘주 월요일 저녁에는 혈액 

및 총양학 훈。t의 최신 문헌융 r찌@하는 seminar훌 

열고 었다. 또한 매일 오천얘는 천임의 및 천공의들과 

함께 연핵·뱅리 slicle review훌 실시하고 있다. 

g 신장 

, 에일 오전 7시 병실 회진 : 신장내과 환자 중심 

[I] 흙뿔現況 

@ 국내학술지 

번호 논 운 

1. 김의석， 이보밴， 박완범， 신총육， 응멸효， 김의총， 최강 
핸. 항원혈충융 이용한 H(쩌V철환의 신속한 진단: 
pp65항원협중 검사와 중합효소연쇄반용 검사의 비교. 

감염2003;35(1):18-25 

2. 강철인， 김성한， 방지환， 김흥번， 박상휠， 최영주， 옹멸 
률， 김의종， 최강원. 팡법위 에타 락당계 항생제 분혜 

효소률 생생하는 폐렵조냄에 의한 균혈충이 벌생하 환 
자에서 강엽의 위협 인자 및 치료 철과. 감염 2003; 
35(2):61-70 

3. 박완엄， 강철인， 깅용민， 이기덕， 창회창， 김홍빈， 오명 
돈， oJ효석， 최강원. 간경변충 환자에셔 Escher납úa 

∞Il캄혈중 합병 시 간기능 장얘에 따흩 C-reactive p~ 

tein생생 능력에의 영향. 감염과 화학요법 2003;35(5): 
283-288 

4. 박명회， 총용영， 켠생연， 박혜진， 한성구， 심영수. 한국 
인 에철핵 환자에서 뻐.A-DRBl 및 -DQBl 유천자의 다 
형성에 관한 연구. 철헥 빛 효홉기질환 2003;54(4):,367-
3η 

S. 김훨현， 이청회， 이훈핵， 김영환， 한생구， 심영수， 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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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오전 9시， 오후 4시 : 환자 빼철 n풍ting 

• 월요일 오후 5시 : Renal ∞nference 

, 수요일 갱오 : scan meeting 

• 목요얼 오전 8시 : 신병리 m었ing 
• 금요일 오천 7시 : )oumaJ c1ub 

탱알빼르기 

• 격주 목요일 : 알해르기 환자 충혜 토의 

• 얘주 금요일 : )뻐nala훌ting 

• 매주 월， 화요일 : book review 

천식환자 전용 병실올 운영하고 있고， 모든 분과현이 

매일 병실 및 용급실융 회진하여 주치의와 함께 환자의 

진단， 치료에 관한 토의를 한다. 

알레르기 당당 전공의로 하여금 병실 환자 care 외에 

도 알빼르기 크리닉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대한 방 

뱅 및 철파 판정융 빼우게 한다. 

번호 논 문 

규. 혜암 세포에서 prα.ea.sotl'X! 벼j버lOl'애 의한 Apo
ptOSÎS의 기천. 컬빽 및 호홉기질환 2003;54(4):403-414 

6. 용호일， 이창훈， 이회석， 이춘택， 김영환， 한성구， 심영 
수， 유철규. FK S06과 cydosporin A7} 기판지 상피써 
포， 딴핵구， 립프구 및 펴포대식세포에셔 IKBa분혜 및 

IKKa활성에 미치는 효과. 결핵 및 효흉기철환 2003; 
54(찌:449-458 

7. 권생연， 이춘택， 김영환， 한성구， 심영수， 유철규. 때혈 
충 환자에서 NF-ICB활생화에 의한 호충구 아포프토시 

스의 억제. 컬에 및 호홉기질환 2003;54(5):495-509 
8. 융호일， 이희석， 이창훈， 이춘택， 검영환， 한생구， 성영 

수， 유철규. 스태로이드의 투여가 맙초혈액 단핵구에서 

IKBINF-KB 청로에 미치는 영향. 결빼 및 효홉기질환 
2003;54(5):542-550 

9. 이상민， 김융경， 향융하， 이창훈， 이희석， 이훈택， 김영 
환， 한성구， 심영수， 유철규. 혜 상피세포에서 PI3K/Akt 

갱로가 1KBINF-1C8 경로의 활생화에 미치는 영향. 결핵 
및 호홉기질환 2003;54(5):551-562 

10. 김영환， 심영수， 김웬용， 심때션， 강흥모， 최병휘， 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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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ι
 

논
 

회지 2003;1어2):141-150 

33. 박남규， 김우규， 신흥혁， 최영미， 이율갱， 이용용， 김현 
아， 김융근， 박병주， 홍성철， 효옆효. 두 지역사회에셔 
콜관철염 및 류마티스 판철염의 유병률. 대한류마티스 

학회지 2003;1어기:151-157 

34. 임총핍， 양총인， 최기돈， 김뱅판， 김주생， 이국래， 이통 
호， 장미수， 경뾰챔， 용인성. 당즙 역휴생 위영애서의 
Helicobaaer pyIori갑엽과 조직학척 소견. 대한소화기 
내시청학회지 2003;26( 1):용14 

35. 김지원， 김찬규， 김현대， 깅뱅관， 장동경， 이룡호， 정현 
채， 효외컬. 궤양성 대장엽의 방생훌， 단기척 치료 반 
용 및 재발률의 변화양상.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 
41(1):15-25 

36. 정지용， 김용태， 융용뱅， 황진혁， 김갱홈. 당관낭종이 
동반된 쩨답판합휴이상에서 혜장염 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1 (4):309-315 

37. 황진혁， 융용벙， 김용태， 강현우， 융왼재， 갱지용， 이효 
석， 장진영， 김선희， 김우호. 치료후 답낳내 용총성총 

괴 형태의 션이로 나타난 간세포암 l예. 대한소화기학 
회지 2003; 41(4):321-324 

38. 이국래， 김찬규， 김청관， 장동청， 이동호， 김주성， 정현 
채， 이연， 박총상， 효와쏘 대장상피세포어써 lnterleu때1-
10 유전자 전달의αc케모카인에 대한 억쩨 효과. 대 
한소화기학회져 2003;41 (6):447-455 

39. 갱현채， 김채규， 김갱목， 송인성， 박실무. Helicobaaer 
pylori에 의한 호충구의 상피세포충 이동에 대한 모렐.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1):20-26 

40. 김현대， 김찬규， 김지현， 김상캄， 김병관， 김주성， 정현 

채， 숲와경. 크흔병에셔 항문 주위 병변의 임상상과 
치료에 대한 반용. 대한소화기학회지 뼈13;42(2):12용 

133 
41. 정준오， 팍금연， 임영석， 김갱룡， 의혹설. 간암의 혈관 

형성에 있어서 간성상세포의 역할.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2): 142-148 
42. 김냐영， 입션희， 이계회， 구명숙， 김정목， 환진혁， 김진 

욱， 이동호， 갱현채， 숲잎캘. 일차 제균요법 실째 후 
이차 삼제 병합요법에 의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찌 치료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3):195-203 

43. 김태호， 김뱅관， 신형두， 김지원， 김찬규， 김주성， 정현 
채， 숲와최. 현국언 염충성 장질환에서 매mor Necrosis 

Faaor-a와 Interleukin-l0 유전자의 다형성에 관한 연 
구.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5):377-386 

44. 박상재， 김션회， 박융찬， 김용태， 융용법， 박용현.20년 
간 수슐받온 답석중 환자에 대한 역학척 및 임상척 분 
석.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5):415422 

45. 강현우， 김융준， 김강모， 강갱육， 김수환， 김진현， 융원 
찌， 융갱환， 융용범， 의효설. 한국인 간세포암 환자 

번효 논 운 

애서 정피척 에탄융 주입술의 치료 효과. 대한소화기학 

회지 2003;42(6):509-509 
46. 송용영， 박명회， 오닮뢰， 요국화， 양재석， 강수잔 B행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인 사구체신염 환자에서 매.Ä-DR 

유전자의 훈포 양상. 대한신장학회지 2003;22(1):잊9 
47. 오용규， 나기영， 이재육， 장빼련， 박영션， 박청환， 주권 

육， 김근호， 이갱상， 화좌갚. furosemide에 의한 소디용 
운반체 벌현의 변화 대한신장학회지 뼈13;22(기:195-

204 
48. 검현리， 김성균， 김연수， 이통섭， 갱경천， 정종훈， 안규 

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전신성 흥반성 낭창 환자애 
서 natural killer 째포와 natura1 뻐ler T 세포의 릎포와 
기능. 대한신장화회지 2003;22(2):205-212 

49. 좌캘콰 사랑의 에션지용세포에셔 salic꺼야e가 MαlO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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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cancer 에 뻐ew피1 resistancc ‘.o cis깅iamu피)

edic매oroplaωlUm(ll){cispIa뼈 and φxorut‘dn{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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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6):282-288 
96. 8aek H), Shin KC, Lee Y), Kang SW, Lee EB, y.∞ 

CO, Song YW. JUVet피e onset ankylos띠Ig spor성에itis 

(JAS) 따s less severe spinal dlsease ∞urse than 

adult 01'없 뻐셔iæing 휴g녕y뻐S 어AS): dinical 
com때rison 밟ween )AS and AAS in Korea. The 
)oumaJ ci Rbeumat이앵y 2003;장(8):1700-1785 

97. Kim 1Y, park η， Hw킹19 )K, Song JY, 업rk KS, 
α10 BY, Park 0). A σr polymoφhism in the 5’
untranslated region ci the CD40 양ne is associated 
with Graves’ disease in Koreans꺼1yroid 2003;13 
(1이:919-925 

98. Ang)S, 꾀꼬_ç， )ung HK, Kim EK, Kirn JY, Kim YS, 

번호 。-‘ 

Han )S, Kim S, 냥e ]S. π1c expression pallems ci 
CD44 and CD45RB on periphet밍 blood TIym
IPhocytes in the r며ection o{ allogeneíc murine skin 

tra.nsplantalion. Transplant Imrn버101앵y 2003;11(2): 
197-206 

99. Kim JY, Kim D, Lee EM, α10Í 1, park CG, Kim KS, 
Ha ), Kim S), Yang ), Kim YS, Han )S, Kim S, Lee 

)S, Ahn C. Indudble nitric ox.îde 와ruheasc inhibitors 
prolon용d the survi쩌I of skin x.웬앵fts 따αJgh 

풍lectlve down regulation ci proinflammmatory cyt<r 

kines and CG-chetnokine expressions. 까-ansplant 101-
munol앵y 2003;12(1):63-72 

며월흩現況 

<D 외래흰자 
(순환기내과분과) 외래환자수 : 76，574명 

’ 신환 : 3，573명， 재진 : 65 ，994명 
(혈액종양내과분과) 외래환자수 : 56 ，005명 

(알헤르기내과분과) 외래환자수 : 20 ，553명 

, 신환 : 944명， 채진 : 18，250명 
(신장내과분과) 외래환자수 : 38，065명 

, 신환 1，쨌명， 채진 : 36，685명 

(류마티스내과분과) 외래환자수 : 24 ，121명 

, 신환 : 2，345명， 재진 : 21 ，π6명 

운 위 병 명 흰자수 

1 물관절염 5,550 
2 류마티스판철염 5껴80 

3 용풍 2,360 
4 천신성홍반성루푸스 2,050 
5 베체트병 2，α)() 

@입원환자 

(순환기내과분과) 입원환자수 : 15 ，115명 

(혈액종양내과분과) 입원환자수 : 74，476명 

• 일반병동 : 64 ，168명， 낮병풍 : 10，쨌명 

, 낮병동 상위 5대 질환 

순위 명 영 흰자수 

1 빼암 3,813 
2 유방암 1,855 

3 위암 1,546 
4 난소암 329 
5 두정부앙 319 

(알레르기내과분파) 입원환자수 : 1뼈명 

순위 병 명 흰자수 

1 기관지천식 92 
2 약툴알혜르기 5 
3 만성기청 4 
4 효산구중다중 3 
5 αmrg-Slruass 중후군 3 

(신장내과분과) 입원환자수 : 1ρ19명 

(폼마티스내파환파) 입원환자수 : 299명 

순위 병 명 흰자수 

1 전신성흉반성루푸스 99 
2 류마티스관철염 21 

3 근영 16 
4 천신성갱화중 9 
5 에쩨트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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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과 검사(치료) 명 겁새치효) 건수 비 고 

기립 정사도 검사 149 
계 2,612 

(24시간심천도실) 

24시간 심션도 2,CB2 ‘ 
24시간 혈압 혹갱 3æ 

계 2,400 

(심전도검사실) 

심천도 59,162 

계 59,162 

소화기 상쐐장판내시경 27,123 

얘스차절장 내시정 4,797 

대장내시경 2,545 

내시청척 당혜광초영슐 767 

초용파내시정 299 
치료내시청 1,182 

내시경척 갱맥휴 컬찰슐 653 

경며객 알코융주입슐 잊19 

정피척 간생검 183 

정피척 알코융 주입슐 전 간초융따 597 

RFA 3 
계 39,058 

알헤르기 S암n 깨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1,345 

S때1 prick T est (Il1'Ul'll1tlOdlepy F /1.1) 14 

Bror떼j잉 Provocaúon Test (기관져유벌시협) 991 

기관지유벌시헝(비혹이척 〔길psicin샤용) 325 

Induced Sputum Exam (유도잭답검사) 592 

Drug Provocalion Test 101 

AlIet용n BronchiaJ provα:aúon Test 26 

Exe떠se Test for Asthma Provocation 30 

Exδcise Test (1α choωtergic Urticaria 11 

lce CUbe Test 22 

Food Provocation Test 7 

Patch Test 2 

Intra양rmaJ S때nTest 3 

신 장 신조직 검사 278 

중심갱맥 도판삽입슐 254 

혈액후석 9,(1)6 신환 3，9151재진 5,781 

폭막루석 6,226 신환 1 ，76α채진 3,781 

휴ot티스 관철경검사 5 

관철천자， 광철강 및 국소주사요법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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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글 성명 인 사 내 용 일 찌 

명예교수 .i*. 일본이식학회 명예회원 지명 2003.10.27 
쿄 수 흩i 률 • 대한외과학회 희장취임 2003.11. 6 

명예교수 • • 톨 아시아임상총양학회회장 찌션임 2003.11.17 

교 수 좋 tfl: 훌 대한확상학회 회장 취임 2003.11.29 

교 수 尹 tfl: 훌 대한외상학회 회장 취임 2003.12. 6 

E킨 敎育現況

G:H톨生훌홉흉U~ 

3학년 학생 청규 강의시간옹 41시간이며， 2학년 

돼어〈 강의로 총양학， 소화기학， 내분비학， 심장학 풍의 

교육과갱에 담당교수님률이 창여하여 강의하고 있다. 

의학과 3학년 외과 실습교육용 4주간에 걸쳐 이루어지 

며 병실실습(Subintem역할 수행 및 회진 참여)， 수술장 

실습(수슐참판 및 참여)， 실습강의 풍으로 이루어지고， 

1주간의 쇼~~외과 실습과 1주간의 보라매 병원 따견， 

국립암샌터 파견융 룡해 다양한 갱헝융 할 수 있도륙 

하고 었다. Víd∞ system융 이용한 수슐장 화상강의는 

학생들로부터 높옹 호용융 받았다. 

@ 대학원 

• 박사학위 취득자 및 논문 

성 명 논 운 채 목 일 자 지도교수 

권수인 α하1꺼nítrOS때line(OEN)융 이용한 액서 간 발암 모렐에서 프로태오믹스 기법융 2003. 8 박귀원 
이용한 단액철 발현의 훈석 

조항춘 위암초직 및 위암 세포주에서의 섬유。}세포 성장촉진인자 수용체-3 유션자 연형 2003. 8 최국진 

에대한연구 
강성범 인체 대장암 세포주애서 RUNX3 유전자의 촉진자 부위 과에됩화얘 판한 연구 2004. 2 박계갑 

전용순 토끼 태자의 실험척 횡격막활장에서 복벽균열의 효과 2α)4. 2 김우기 

• 석사학위 취톡자 및 논문 
성명 논 운 채 목 일자 지도교수 

이민구 깐·당도-혜장 외과영역에서 의학용어의 우리말착엽과 표준화 2003. 8 이건육 

김기흥 히르쉬스프륭뱅의 뱅변우위에셔 nNai 벌혐 2004. 2 이성철 

김희청 유방상피세포(}핍EC)의 M13SV1에서 ne앵enin의 발현 양상 2004. 2 노동영 

김현영 신경모세포 총양애서 관철되는 신경초 간질 세포의 종양척 륙정 2004. 2 이성철 

박도중 위압에서의 감시립프절 생검의 입상척 의의에 대한 연구 2004. 2 양한광 
박양진 니코틴이 제대갱액 내며세포의 이동 및 혈관신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현 연구 20C셔. 2 김상준 

이민로 대장암 1기 및 2기 환자에셔 링프절 미세전이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04. 2 박재갑 

임석병 산방성 대장앙에셔 현미부수체 툴안갱성이 갖는 예후척 중요성에 대한 연구 20C씨. 2 박재갑 

최민규 빼십이지장 철계슐 후 기능척 측연의 장기척 결과 2004. 2 박용현 
최석호 왜지에셔 박홍 펌프와 톨러 펌프률 이용한 간관휴 채외 순환장치의 비쿄 연구 20C씨 2 이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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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67-473 I 31. 이갱훈， 이대충， 청인육， 하휴원. 껴충기， 청진육， 박재 
19. 융유씌， 좌쇠휩， 최민규， 장진영， 이캔육. 박홈혐- 혜장 | 행， 좌쏘줍』슐와동액 포착충후군 :13예. 대한혈과외파 

째미후의 판선앙에 대한 수슐척 치료의 생척. 한국간 | 학회지 2003;1잊2):147-152 
당혜외파학회지 2003;기2):~213 1 32. 임우생， 이갱훈， 하총엠. 낌씨추. 급생 장간악 허혈. 대 

20. 창견l엿. 김션회， 안영준， 용유석， 의회효， 이영주， 김총 | 한외화학회지 뼈'3;65(6):559-563 
철，김기훈，한찍총，김용일，최성호，조빽환，유희철.1 경. 이갱훈，화짧， 김계양，짧효. 신장이식 환째서 
김병로， 율홍성， 이우갱， 이정뱀， 이앵철， 이팡수， 이정 1 cyclos짜inc 혈충놓도 @ 감시의 효과. 대한이식학회 
근， 융영국， 홍순찬， 경구갱， 업태진， 최정우， 유용운.1 지 2003;17:137-143 

박총훈， 김영훈， 심문성， 김앵철， 김창호， 채만규， 김흥 1 34. 얄활꿇j 이혁준， 유운원， 장성환， 좌쏘릎. 화상강의 시 
용， 최영킬， 김용환， 김명육， 김홈진， 채권묵， 최동욱.1 스댐율 이용한 외과 실슐교육의 효과. 한국의학교육 
김상뱅， 한효성， 안송익， 권국환， 조훨균， 김현총， 최재 1 2003;15(2):91-103. 
운， 이총톨， 김주성， 짧뾰. 다기광 훈석융 흉한 한국 1 35. 램월. Long G때 식도폐쇄 및 기타 기형의 수슐. 소 
얘서의 빼판내 유두상 챔액종의 입상척 고활 및 악성 l 아외과 2003;9(낀:140-144 
판단 지표의 재안. 한국간답빼외과학회지 뼈;7:1-11 1 36. 김용규， 이효창， 이민로， 임석뱅， 강성범， 뾰로， 김우 

21. 장진영， 좌설보， 융유석， 구자혹， 박휴협. 박채캅. 혜장 l 호， 발갱효. 대장의 위장판 기질성 종양: 임상병리학적 
및 당도계 암세포주에셔 가스트련과 콜혜시스토키닌 l 고활.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003;19(5):짧$ 
이 종양생장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과학회지 여(5): I 37. um S-B, Oloi HS. Kang S-B, H∞ SC. Park η， 

400-417 I J∞ng S•Y, 월쁘효LY엎&검쉰. Hwang κH， Jeong 
22. 황대육， 좌뾰， 융뼈， 김지훈， 랬l역. 박홉혀. 명대 1 J-M, Lee 05, αlUng J-K, Lee Mι 없ng KW, 월댄-

후주위압에셔 수술 션 내시경척 당도빼액슐과 정며경 I 1흐. α띠cal VaJ‘JeO( 쩨lOIe 뼈y F-18 FIXì PET in 

간 답도빼액슐의 임상척 비교. 대한외과학회지 뼈3; I the mana뽕nenl 0( reo.뼈m ∞Iorect찌 mali맑ancy. 
65(5):413-419 I Cancer Research 3:찌 Treauneru 2003;35여):349-354 

23. 안영준， 좌쇠회， 융유석， 쩌깐l엿. 박용혐. 수술 후 발생 138. 초유환， 신상도， 김용훈， 죠익준， 이충의， 서길준， 효연 
한 양생 답도 협착. 대한외과학회지 었}3;64(1 ):63-71 1 :il:. 김규석. 운동 유발생 혈사병 환자의 예후 판련 요 

24. 이규언， 쇠뾰， 이남준， 장생환， 최석호， 검성훈， 와최 | 인에 대한 연구. 대한용곱의학회지 뼈'3;14(4):409-414 
울. 개회층에 의한 효산구 간놓양 환자얘서 시행한 복 1 39. 조유환， 조익춘， 신충효， 이종의， 서길준， 율연표. 강알 
강청보조 간철제슐 1예. 대한외파학회지 때'3;여β): 1 칼리 중독에서 약산융 이용한 중화요법의 유용성에 대 
261-265 1 현 실험척 연구. 대한용급의학회지 뼈13;14(1):11α116 

25. 김태훈， 박도중. 노훔엿. 유여규. 오숭근. 수슐 천 부신 41. 송정준， 천성밴， 신충호， 이중의， 서길준， 효영:il:. 장I에 
총양으효 진단된 후확막 섬유충. 대한외과짝희지 65(3): 1 쇄충 환자에서 수슐척 치료훌 필요로 하는 요인분석. 
2~258 I 대한용급의학회지 2003;14(1):105-109 

26. 박경식， 황기태， 도재태， 박도충， 장명철， 논효멸L윷연 1 41. 김우갱， 신상도， 김홍훈， 확영호， 이중의， 서길준， 율연 
효」욕슐료‘ 후복막 기판지원당총. 대한외과학회지 | 표. 영멍 청액 압박 충후군(Iliac vein ∞nψression 
2003;64(1):없92 1 syn이αne)애 의한 심￥ 청액 혈전중의 임상척 고찰. 

27. 노용연， 박명회， 박혜진， 하촉휘. 킹싸주， 안규려. 한국 | 대한용곱의학회지 2003;14(4):371-377 
인 신이식 환자에서 11.r10 및 I마-y 유전자 다형생과 I 42. 과멸싶， 쁘암댄，Um Y응， Song H-G, 뻐ee J-E, 
이식신 기능#천의 연관생. 대한이식학회지 뼈3; 1 Suh 어. Combined adr따뼈tation of glutamine 없d 

17(1):34-π I grσwth hormone 앙M멍stiαlIy reduα~ bacteñ외 

28. 박양진， 이갱훈， 화훌월， 갱진육， 박찌형， 좌쏘출. 북부 I tramlocation in sepsis. J Korean Medical science 
대동맥휴 수슐 118예. 대한외파학회지 2003;65(5): I 2003;18(1):17깅 
441-446 1 43. 황진혁， 융용법， 김용태， 강현우， 용윈재， 갱지용， 이효 

29. 이용미， 김찌영， 안규려， 김동회， 총민얘， 양찌석， 효좋 | 석， 장진영， 좌쇠휠， 김우호 치료 후 당냉쩨 용총생 종 
월‘퍼쏘효， 오명희， 이쟁상. 랫드 대 마우스 이종 며 | 괴 형태의 천이로 나타난 간세포암 1예. 대환소화기학 
후 이식염에서의 캠카인 벌현 양상. 대한이식학회지 | 희지 2003;41:321-3갱 
2003;17:7-14 I 44. 논효경， 유방의 천암생 병변.M어ical κ)Stgradμates 

30. 흉창원， 이갱훈， 하햄. 깅웹- 상장간막동맥류의 진 I 2003;3t:1~159 
단과 치료 5예. 대한혈환외과학회지 2003;1쩨:1따176 I 45. Ahn S-J. Bae J￥. Lee R-A, Han W, Kìm SW. O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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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c b피ary stent. J Vasc Inlerv Radiol 2α>3; 14: 

1577-1579 
14. Kím I-J, Park J-H, Kang HC, Shin Y, Lim 5-B, Ku 

)-L, ran2 H-K. l.ee KU. par~ .l:Q‘ A nove1 양m피ne 
mutation in the ME1‘ exttacellular domain in a 
κorean pa않nt with the diffuse type of far미따l 

용SIJiC cancer. ) 빼::d Genel 2003;40:잉7 

15. 짜m5H， 효파죠~， κm 5B, l.ee H-:J, 브로표딛 . Adult 
líving φnα liver transplantalion using ri때'l(~← 

Icrior segment. Transpl Int 2α>3;16:689-691 
16. Chang 5-H, 앨브흐~， Yi N-), Choi 5H, l.ee H), se。

)K, 브응죠잉. Aclive inunurùzalion a맹inst De Novo 
hepatitis B virus infecliOl1 in pedìatric pa뼈llS after 
liver transplanata디011. Hepatology 2003;37:1329-1334 

17. Yoon Y-5, 짝팍효쁘， Her K-H, 엄rk Y-C, Ahn η， 

)ang J-Y, park 5-J, 앨h K-S, Han )-K, !J!e KU. park 

Y-H. Manager뼈II of posloperalive hemo비13ge after 
pancrea‘얘lOdenectomy 많fXIte>G없1∞m하앵y~.3; 

5O:22æ-2212 
18. cho YM, Park KS, )ung H5, )eon 버，Ahn C, 쉰a 

얻딱~， Rhee BD, Kím 5Y, l.ee HK. Hi뱅 incidence 
。( tacrolirnu웅associated α)S(ltanSplantation diabetes 

in t:he Korean 엔13l aIlografl reci미enlS according 10 
Arrεrican diabetes assαiaüon a1teria. Diabetes Care 
2003;26(4):1123-1128 

19. Kim]Y, KIm D, l.ee 바1 ， choi 1, P와k C-G, Kím KS, 
Ha J. Kím 511 Yang), Kím Y5, Han )5, Kím 5, l.ee 

)5, Ahn C. Indudble 미버c 。예de synthase inhìbitors 
prolonged the suπiv외 ofs뻐1 xenografts lhrough 
S혀없i앤 φwn-뺑버ation of pro-in없mmatory cytokine 
뼈 ∞<:00성ψle expressioos. TI때lSPIant IlTIll.lrd앵Y 

2003; 12:63-72 
20. l.ee T, 언띤효1， Bauer E. 5뻐PIO. Role of PP2A in 

thereg띠ation of p38 MAPK acli‘I3tion in bovine 
aαticer잉ot:heIìal cells exJXl5Cd 10 cydic strain. ) 
Cellular PhysíoL앵Y 200킹194:349-355 

21. Lee T. seo J-W, B.E. 5띠npio， 센띤피1. Immuno
biologic ar13l ysis of arterial lissue in Buer흉r's 

이양잃e. Eur) Vasc 당1φ얘sc 5u멍 2003;25:451-457 
22. Donna E. Hansel, Ayman Rahman, Manuel Hi없Igo， 

Paul J. 끼뻐uvath， Keilh D. UU뻐noe ， Ríc따rd 5h띠i때， 

Ku J-L, 쁘쁘 l-e. κohìe Miyazalò, 없h않la Ashfaq, 
Ignado 1. WlStUba, Ram Vaml3, 1용l앙arm Haw
바ome， )oseph Geradts Pedranl Arga띠， and Atùr뼈n 
Maitra. ldentifκation of novel CelI뼈r taJ용lS in 
biJ때y traCI c:ancers using g1oba.l 용ne expresssiOl1 

lcchnol앵y. Am) Palhol 2003;163(1): 21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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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eong 5-Y, 5hin K-H, 5hin J-H, Ku )-L, Shin Y-K, 
P때‘ 5-Y, 찌m W-H, 월쁘」호‘ Microsalellite insta
bility and mutations in DNA mismalch re없ir genes 
inspora이c coIoreaal c:ancers. Dîs CoIon Rectum 
2003; 1 069-10π 

24. Kim 1-), Kang HC, park J-H, 앙피1 Y, Ku J-L, 냐n 
S-B, 없rk SY, )ung 5-Y, 짜m HK, 쁘쁘..tQ.. Devel
φment and applications of a βζal앙lin oligonude
otide microarray: Pζater피1 mutalions are domi
nantly found in lhe pro깅mal ∞1011 cancers wilh 
micræat리Iile instability. Oinical cancer Research ~3; 
9:2920-2925 

25. 때m 1-) , Park )-H, 뼈ng HC, 짜m K-H, Kim J-H, Ku 
J-L, Kang 5• B, park SY' l.ee J-5, 월쁘J.::Q.. ldenti
f1cation of a novel BMPRlA germline mutation in a 
Kore강1 juver피e 며yπJSiS patient wiÙlOUt 없AD4 
m‘ltation. Qin Genel 2003;63:126-130 

26. Kim I-J, park J-H, Kang HC, 5hin Y, Park H-W, Park 
H-R, Ku J-L, Um 5-B, 월쁘」흐 Mu떠미。nal analysis 
。f BRAf and K-ras in gas찌c cancer: absence of 
BRAf mutalions in 얽stric cancers. Hum Genet 2003; 
114:118-120 

27. Kim 1-) , 5hin Y, Kang HC, Park J-H, Ku J-L, Park 
H-W, P따k H-R, um 응B， Jeα19 5-Y, Kim W-H, f웰 
I호. Robust micrα)3않llite instability(M$1) analysis by 
denatu끼Ing high-perfonnance liquid chromatography 
(DHPLC). ) Hum Genet 2003;48:52>-530 

28. Lee 다H， κm 1, Song H-H, Jung J-Y, Kim D-Y, l.ee 

K-W, Kim T-Y, H∞ 다5， Bang Y-J, Ha 5-W, Park 

I흐， Kím N-K. Induclion chemo‘herapy followed by 
radíOlherapy ín lhe trealment of anal cancer. Onc이 
Rep 2003;10:101-104 

29. Park )-11, Kím I-J, Kang HC, 야e 5-H, 5피n Y, κm 
K-H, Lim 5-B, Kang 5• B, l.ee KU, Kim 5Y, Lee M-5, 
Lee M-K, Pa.rk J-H, M∞n 5-D, 쁘쁘~ Genn피le 
mutatiα15 of t:he MEN1 흉ne in Kor없n families wilh 
multiple endocrine neoplasìa type 1 (MENl) α MENl
related φg뼈s. a뼈cal Ger옐ics :m3;64:48-53 

30. Shin J-H, Ku J-L, 5hin K-H, Shin Y-K, Kang 5-B, 
월파J:Q. Glutalhione 5-tra따ferase Ml associaled 
wilh cancer ocCllrr윈lCe in Korean HNPCC f31피Iies 

carr까ng lhe hMLH1/1빠5H2 mutallon. Oncol Rep 
2003;10:48웃486 

31. Shin J-H, 5hin Y-K, Ku J-L, Jcoog 5-Y, Hong 5-H, 
Park 5• Y, Kím W-H, 뭘쁘_J:Q‘ Mutations á the 
birt-H(갱g-Dube(BHD) 쩔lC in spor혀ic ∞10100외 

g떠nomas and ∞loreα외 a띠noma CeIl 파leS wiÙ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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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 명 

총양학 

총양외과학의 원리현 
약쩨의 후여톨 위한 연환 확보 및 기타의 방법연 

위압연 

쩨장암연 

간암연 
답도압연 

대장암연 

멍품암연 
유방암면 

연i휴조직 육총연 

외과척 용륨상황연 
간천이에 대한 치료연 

영양요법연 
암환자에 대한 유천상당연 

유방앙식이요법 

-
뺀
 

-
냉
-

쩌
 -
뺑
 

빼
 뺑 懶뺑
 뺑 쐐 빼
 빼 網網짧
 뺑 짧 빼 瓚

갑
 빽

 

훌판사 

일초각 

일죠각 

[[] 앓훌現況 

φ 외래 환자수 

외과 총 외 래환자수 : 63,355 명 

- 신환 4β58 명 초진 6，뼈2 명 채진 51,635 명 

@ 입원흰지수 및 수흩흰자수 

- 입훤한}수 : 61,837 명 

- 병명별 상위 10대 질환자 수 

- 수슐 환자수 : 5,506 명 
- 수슐별 상위 10대 수슐 

순위 병명 흰자수 

위암 006 
2 유방암 660 
3 갑상선암 453 
4 답석충 394 
5 철장·칙장앙 짖lO 

6 양성갑상선질환 175 
7 갱맥퓨 161 
8 급성충수염 150 

9 양성유방질환 106 
10 간암 101 

순위 수 슐 건수 수 슬 기 업 

I 위장 까갱8 아션철재슐 및 위천철제슐 둥 

2 유방 735 유항철재슐풍 

3 대장，칙장，항푼 633 대장암， 직장암， 치에， 충수철채슐 둥 

4 내훈벼 613 갑상션절제술， 부신철채슐 풍 

5 답도계 555 답낭갤채슐， 답도 • 빼장계 총양 수슐 

6 명환 515 협판우회슐， 갱맥혈판확보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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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아외과학교실 (Dep하tment of P려iatric Surgery) 

딘] 훌톨홉. 

分 科 톨 I’ 훌t~ 111훌‘명‘ 
률k 뺏 食추~ 朴.~훌 李뿔훌훌 
.任.홈6 훌톨~ 

낌 끓홈現況 

@ 외래환자수: 4，742명(신환 : 8)5명/ 초진 : 895 

재진 : 3,042 명) 

@ 입원 환자수: 1 ，253명 

- 병명별 상위 10대 질환자 수 

순위 짙 명 명 건수 

1 서혜. 당장 429 
2 쇄~ 82 

3 히르쉬스추용써뱅 70 

4 급생충수염 58 
5 양생총양 42 
6 악생총양 34 
7 간당도기행 23 
8 식도기판쭈 21 

9 장혐}충 16 

10 갑상껄팔녕총 14 

- 수슐환자수 : 1,247 건 

- 수슐별 상위 10대 수슐 

순위 수 슬 건수 

1 셔혜i휴 당장교갱슐 413 
2 연판확보슐 166 

3 양생 총양갤쩨슐 73 
4 충수절제슐 58 
5 신생아용급정환교갱슐 S3 
6 히르쉬스푸퉁뱅 교갱슐 41 

7 쇄항교갱슐 32 
8 악성총양철제숲 27 

9 신생아 시기의 장쭈조성 23 
10 간답도이상교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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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 포상 내용 

직읍 성명 인 사 내 용 일자 

교수 최영민 한국벌생생률학희 부희장에 취임 2003. 1 
교수 이효표 KBS 자훌위원으로 위혹 2003. 3 
교 수 척영민 한국혈우째단 이사로 션업 2002. 3 
교 수 운신용 대한보초생식학회 부회장에 취임 2003. 3. 1 
초교수 서창석 훈당서융대학교병원 산후인과 과장에 취임 2003. 3. 1 
조교수 박충신 부교수로송진 2003. 3. 1 
죠교수 셔창석 훈당셔율대학교병원 건강충진샌터 샌터장에 취임 2003. 4. 1 
교수 훈신용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장애서 퇴임 2003. 6.20 
.ii!ι -ι’r 이효표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회장에셔 퇴임 2003. 6.23 
교수 폼신용 제11차 세계초읍봐의학회(WF1JMB) 학술대회 #회장으혹 선출 2003. 9.25 
부교수 김석현 대한산후인파학회 공로상융 수상 2003.10.18 
교 수 몰신용 대현산#인파초음봐학회 회장에 취임 2003.10.31 
교수 이효표 대한의학혜이저학회 회장으로 취임 2003.11. 9 
부교수 김석현 2003년 Wyeth 학슐상 수상 2003.11. 9 

[]] 훌育現況 

Q) 학생 교육 

Weekly Qerkshíp ScheduJe for junior of se。비 National University (2003) 

Week 1 (0없etrics & Gynecol앵y) 

Mon Tue Woo π” Fri 

os:oo Ward Rour닙 Ward Work Ward W에‘ Ward W，예‘ 
l A11 Staffs H.C.Syn, S.B.Kang H.P. Lee, H.C.Syn H.P.Lee, S.Y.Mαm 

Y.M.αlOì ， Y.S.Song S.B.Kang, S.Y.M∞n B.H. Yoon, S.H.Kim 
Dídaa.ic C.S.Suh. ).S.Park ).G.Kim, ].K.]un N.H.Park, S.Y.Ku 
Leαure 

fαJunior OPD OPD 。IPD 。IPD

H.C.Syn, S.B.Kang H.P.Lee, S.Y.Moon B.H.Yα)0， Y.M.αlOi ).G.Kim, Y.S.Song 
N.H.Park J.K.]un 

13:30 Gynec이앵1-
이)Stet끼cs: 

14:00 Hislory-takíng, Fo이l띠UClα띠ular Anatomy of 
Physical ex.am, development 

H얹ory-ta때18， 
femalc 며에S OB & GY c1erk찌1ip PhysìcaJ exam 

Orientation Operation 

1. a:,;ea & Summary Y.S.Song, S.Y.Park S.H.Kim, C.M.Park 
B.H.Yoon, ).KJun 

N.H.Park , H.P.Lee 
: edu. resident H.C.Syn, S.K.Park 

16:00 2. Grouping Video: Video: 
: edu. resident 1) Pclvìc 않am Conference (4PM) ObSlCl꺼cal P!E K;rand Round (5PM) 

3. 뼈nual 2) Nonnal deliveπ 씨J staffs ).Kjun, H.C.Syn A11 없Jfs 
: 어u 빼C암u 

GY Lee K..R.Ko 
17:00 

Ward Ro비퍼 Ward Rαmd ‘lTard Round Ward Round War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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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α:JStetrics & Gyne∞l앵y) 

MJn Tue W뼈잉 1hJ Fri 

os:oo 
Watd Rour띠 Ward Work Ward Work Ward Work 

All Staffs H.C.Syn, S.B.Kang H.P.l.ee, H.C.Syn H.P. l.ee, S.Y.Moon 

Y.M.OlOi, Y.S.Song S.B.Kang, S.Y.Mαm B.H.Yoon, S.H.Kim 
Didactic C.S.Suh, J,S.Park ).G.Kim, ).K.Jun N.H. Park, S.Y.Ku 
Leaure 

for Junior OPD OPD OPD 。PD

H.C.Syn, S.B.Kang H.P. l.ee, S.Y.Moon B.H.Y∞n， Y.M.αlOÌ J.G.Kim, Y.S.Song 
N.H.Park J.KJun 

13:30 

14:00 Prena때 fetal Prenatal fetal Abnormality of Vacuum & for，α켠)5 

monitoring (1) mo띠toring (11) 3rd stage Iabor delivery 

Abnormal fet외 J.K.Jun, H.C.Syn J.K,Jun, H.C.Syn 
presernauon B.H.Yoon, H.C.Syn B.H. Yooo, H.C.Syn 

I.S. ParK J.K.없rk 
16:00 

VJCIeo: Pelvïc 
).K.Jun, H.C.Syn 

recαlStruC1Jve surgery Conference (4PM) 
V잉eo， SIide: 

Grand Round (5PM) 
S.B.Kang, ).W.짜m All stafTs 

Cervic밍 can<:er 
All st화fs 

K.H.Lee 
H.P. l.ee, J.H. Lee 

17:00 
Ward Riαmd Ward Round Ward Round Ward Round Ward Round 

Week 5 (α)Sletrics & Gynec어앵y) 

Mon Tue Wed Thu F꺼 

os:oo 
Ward Round Ward Work Ward Work Ward Work 
AllSt외Ts H.C.Syn, S.B. Kang H.P. l.ee, H.C.Syn H.P.Lee, S.Y.Mαm 

Y.M.Choi, Y.S.Song S.B. Kang, S.Y.Mαm B.H.Yoon, S.H.Kim 
αdactic C.S.Suh, J.S. Park ).G.Kim, J.K.Jun N.H.Park, S.Y.Ku 
냐αure 

f(π Jur피or OPD OPD OPD OPD 
H.C.Syn, S.B.Kang H.P.Lee, S. Y.Moon B.H.Yooo, Y.M.Choi J.G.칩ID， Y.S.앓18 

N.H. Park J.KJun 
13:30 

14:00 coo힘꾀때 case π-esentation: case presenta디α1: 
300maly 

cesarean section 
AdnexaI rumor CervicaJ (그S 

Family planning S.Y.M∞n H.C.Syn, SJ.Cho S.B.Kang, D.S.Bae Y.S.Song, H.P.Lee 

16:00 
H.C.Syn, ).K.Chu!쟁 Prenatal diagnosÍ5 of 

V녕eo: 

∞nge띠때 300m외y 
Conference (4PM) Gyn endosα끼py Grand Rour념 (SPM) 

AIl st싫fs Y. M.Choi , H.P.Lee 찌I staffs 
J.KJun, S.Y.Moon 

).W.Noh 17:00 
Ward Riour잉 Ward Rou!녕 Ward Roond W:강d Rourld War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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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월 짙담회 날짜 시간 장소 

월 OB Meeting 매 주 4 PM 분만장 회의실 
월 당ldOCrinOI앵Y Meeψ'l8 주 4 PM 4318호 

화 타xloaiαj앵Y Book Revíew 예 주 7AM 4318호 

화 onco생y 싸~ 격 주 5 PM 11충 션임의실 
수 GynecoI앵c Tumor 없rd 매월 2주 4 PM C 강당 
수 당ldocrinol앵yM얹ing 얘 주 4 PM 4318호 
수 까ssue Conference 매월 1주 4 PM 병리과 회의실 
수 Anomaly Conference 매월 마지막주 4 PM C 강당 
목 jωmal Qub 매 주 5 PM 4318호 

목 CP αxú언윈lCC 매 3개월 12 PM 소아병원 3충 교수회의실 
:。혹 담ldoc피10I앵yB∞k Revíew 얘 주 7AM 4318호 

금 Grand Round 매 주 5 PM A 강당 

토 Saturday sen피13.f 주 8AM B 강당 
토 Oncol，앵Y Meeting 매 주 11 AM 4318호 

E김 흙뿔現況 

CD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운 논

 
1. 김껴구. 김석현. 획엿민. 훈선홈， 이진용. Glutathione S 

Transferase Ml 유전자 다형성과 자궁내악중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뼈'3; 46(3): 581경. 

2. 껴휴볍.꺼혜원.서상수.김재엠.박노현.총용장.장순 
벌ι으l효표. 자궁경부암에셔 자궁청검L현 세척액과 혈챙 
내의 IL...s과 VEGF의 농도얘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대 
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46(4): 764-70. 

3. 휠멸밀， 박성효， 백고용， 최 진， 황도영， 전효광L모숲 
연. 서합석. 낌석혀. 검쩌구. 문~I홈， 이미란， 검은주. 

κR융 이용한 faaor 페 유천자의 값XlVí때ron 22 다형 

생 훈석에 의한 혈우병 A의 분자유천학척 진단. 대한산 
￥인과학회지 2003; 46(4): 771-6. 

4. 김홈법. 꺼용탁. 서섯수. 김찌위. 박노뼈. 휴휴삿. 감순 
뾰펴l효표.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에서 인유두종바이 

러스의 감영양상-대한산#인과학회지 2003; 46(4): 
789-94. 

5. 좌회코， 권채회， 김석험. 최역~1. 문깐l휴， 이진용. 한국 

예정여성얘서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내 PoIy(A) 다형 

생과 몰밀도의 연관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46(4): 
깨5-802. 

6. 김석현. 구충연. 지뺑청. 셔짜석. 최엿"i'1. 김척구. 푼~1 

.:8:. 체외수갱시슐시 예후 예측얘 광한 혈충 인슐린유사 

번효 논 문 

생장인자 및 컬합단빽질의 엄상객 효용성. 대한산부인 
파학회지 뼈'3; 46(4): &)2-9. 

7. 검쩌구. 검색뼈. 최엿빈. 문시욕， 이진용. 현국 예정여 

성에셔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과 호르몬대체 

요법이 팔밑도에 미치는 영향과의 연판성. 대현산부인 
과학회지 2003; 46(5): 984-90. 

8. 쇠쇼섭， 심재윤， 임준희， 박충선‘ 꺼총판. 배확벅‘ 홈보 
뾰냐냄캘. 임신충 고혈압 산모의 월인 규명융 위한 
분자 유천학척 접근: 한국인 An뺑려돼1쌓n 유전자 

prorrαor 부위의 다형성 분석. 대한산후인과학회지 

2003; 46(없: 148(r92. 
9. 최영민. 구송연. 확규리， 임용택， 박성효， 죄효표객효 
뾰， 박인얘， 서핫석. 컴석협. 컴쩌구‘ 퓨~1욕. 자궁내악 

충 환자애서 에스트로핸 수용체 유천자 PvuIl 및 X뼈I 

다형성 양상. 대환산부인과학회지 2003; 46(8): 1531-6. 
10. 휠멸밑， 융지생， 코숲업， 이규섭 ， 박성효， 장옹란， 발논 

뾰， 박인애， 꺼휴광. 서캉석. 킹석혐. 킴껴구. 푼~1욕. 

지궁내악충 환자에서 N-a야tyl 따nsferase 2 유전자 다 
형생 양상.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46(11): 2113-7. 

11. 이준호. 박환육. 오컴춘. 검 후. 깅기휴. 낌채워 

Mull야ian 이행le5ÍS 환자에서 난소종양으로 의성된， 
혼척자궁으로부터 발생한 자궁근종 1얘. 대한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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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g 
Z 논 논 

2. Y흐깐-쁘， Rαnero R, Moon J , Olaiworapon흉a T, 
Espírαa J , Kim VM, 닮win 5, Kim JC, Camacho N, 
&에d E, Gomez R. 다ffeJ한}α::s in 버e fet외 

interleukin녁6 π::sponse 10 mícrφial in뼈sion of the 

amniotic ca에ty betwcen ~하n and πetenn gestation. 

J MateJn Fetal Neona때 Med 2003; 13(1): 32용. 

3. f핸-댄， Chaiwora뼈용a T, 찌m YM, Esp따oza J , 
Yoshimatsu J , 닮win 5, Gomez R, y와뜨좌건， Romero 

R.Ma띠X met외Joproteinase 3 in 뼈m띠tion， premature 

rupture of lhe membranes, and mícrobial invasion of 

the amnJαìc cavity. J Perinal Med 2003; 31(1): 12-22. 

4. K:u 5Y. Choi YM. Suh α. Kim SH. Kim !G. M∞n 

SY, Lee ]Y, Kim Y5. 타feα of superovulation on the 

양pression 아 tJssue inhlbitor of me때loprol잉nase-3 

in the murine endorretrium. Gynecol 0않et Invest 

2003; 55(1): 1-6. 
5. 쁘쁘~， Rφinson JN, NorwiLZ ER. R여.ational forceps: 

should these procedures be a뼈ndoned? semin 

Pennatol 2003; 27(1): 112-2n. 

6. Kim M, 찌m G, Rαnero R, 윈쁘효， Kim EC, 쁘!L 
쁘. Biovar diversity of Ure3p1asma ω-eaJ까iCUD1 in 

amniolic f1uid: 이잉ribution， intrauterinc inf1arrunatαy 

response and pregnancy outcomes. J Per피al Med 
2003; 31(2): 146-52. 

7.1ee BC. Kim SH. Moon SY. 끼le roIe of nìtric 0.삐de 

on ap<ψ‘osis in human lUleinìzed gran버α;a ceJJs. 
Immunocytochernìcal evidence. Gynecol Cbtet Invest 

2003; 56(3): 143-7. 

8. Y，∞n BH. Park C~， α13iworapongsa T. Intrauterine 

inf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erebral 얘lsy. 

BJOG 2003; 110 5uppl 20: 124-7. 

9. Chung ]W, Jeong H), Joh )H, fark !5. lun IK. Kim 

SH. Peπutan∞us transcatheter angiographic emboli

zation in the nl3nagemenl of obstetric hemorrhage. J 

Reprod M때 2003; 48(4): 2(용76. 

번효 o 
ir 

10. Moon SY. 때m SH ‘ Ku SY. lee BC. Oloi YM, l.eξ 
JY. πe CliniCaJ efficacy and 댔ìciency of a 1()(}IU 

StaJ'ψ18 do5e ofrecor뻐inant follide 외m배하ing 

honnone(Pure원1) in Korea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따ation and δnbryo. transfer. J α)S(et 

Gyn.aecol Res 2003; 정(3): 174-9. 

11. Kim 빠'1， seo SS, 효낀g YS, Kang DH, Park IA，.!S:힌& 
댈， 브용꾀f. Expressiα1 of cyd∞앤ge따se-1 and -2 

a똥ociated with expression of VEGP in p꺼mary c(π

vical cancer and al met3Slalic ψnph nαIes. Gynecol 

on∞I 2003; 90(1): 83-90. 
12. Ku 5Y. Suh CS. Kim SH. Choi YM. Kim !G. M∞n 

얄. A pilOl 없Idy of thc use of low dose human 

men앵ausal gonadolropin in ovulation induction. Eur 

J Cbstet Gyne∞I Rcpr여 Bio.l 2003; 109(1): 55-9. 

13. Yoon펴!:!， Romero R, 5him π， 핀파똥， 때m C), 과!L 
,lli. Creactive prαein in umbilical ∞며 blαxi: a 

칭mple 뼈 widely available dinical method 10 assess 
이le risk of am따otìc f1uid infection and “띠sitÌ5. J 
빼leJn fi없1 Neonatal Med 2003; 14(2): 85-90. 

14. 갚E뜨효겐， Rornero R, 나n )H, 원띤쭉， 건면~， 
Shim π， ι뜨.Æ‘ 까lC dinìcal sigJ파ìcance of detec

피19 Ul없pl뼈1힐 띠-eúytiαm by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in the amnJotk f1uid of patients with 

다etenn labor. Am J 0멍et GynecoI 2003; 1없(4): 

919-24. 

15. 뀔띤」흐， Kwon )H， .!S:im 5H. 마。i YM. M∞n5y，Lee 

JY. Association 야tween vitamín 0 receptor 양ne 

haplαyα::s and bone mass in π~l'X!nopausaJ Korean 

WOOlCO. Am J Q)s(et Gynα:01 2003; 189(5): 1234-40. 
16. Kinl JG. Ch이 YM. M∞n 5y, lce JY. Association of 

the calcitonin gene (CA) polymorp비sm with bαle 

mass and ∞ne resp。때veness 10 honnone therapy 

m α)5(menopa야al Korean WOlllCn. Menopause 2003; 

1어6): )44-9. 

@ 해외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z 논
 

1. 당pltlOza J , Olaiworapon용a T, Romero R, Edwin S, 
Rathnasabapathy C, Gomez R, Bujold E, Camacbo N, 
칩m VM, Hassan 5, B1ackw잉I 5, Wlútty J , Berman 5, 
R뼈nan M, Yoo암펴건，Sor잉ψ1 Y. An따liaOO떠l 

pcptides in amniαlc f1uid: defensins, calπα.ectin and 
bacteriaVpenneabìlity-íncreasing prαein 띠 patiems 

with microbial invasion of the amniαicca찌ty， intra-

번호 
a 
I 

arrmiotìc inflammation, preterm labor and pr엔nature 

ruprure of mer미:lranCS. J Ma~ Fet외 Neonatal Med 
2003; 13(1): 2-21. 

2. Lee 5H, 야e 5, Jun HS, Jeong 대， cha wr, α1O YS, 
Kìm JH, .!S:ι펴y， cha KY. 당π-ession of the núl<r 

chor성rial A TPaSe6 gene ar념 Tfam in Down syn
dronle. Mol cells 2003; 15(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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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위 병 명 흰자수 

7 지궁정부염 379 
8 기농생 자궁훌혈 36B 
9 생리용 297 
10 자궁내막충 281 

@ 입원흰^~ : 4，쟁2명 

• 산과: 1 ，228명， 부인과 : 3，254명 

• 병명별 상위 10대 질환지수 

순위 병 명 흰자수 

1 훈만 1ρ2S 

2 자궁근종 833 

3 난소암 743 
4 지궁갱부암 497 

5 양성난소총양 7:70 

6 난소낭총 134 
7 자궁내막중 133 
8 자궁내막암 92 
9 천이생 난소암 6S 
10 자궁질 탈출중 56 

@수술건수 : 2，0CY5건 

, 수출별 상위 10대 수술 
순위 수 슐 흰자수 수 술 기 법 

1 륙식천자궁척훌숭 549 개복융흉한자궁의 척춤 

2 제왕절개슐 376 개복융흉한불만방법 

3 콜반청난소낭종수슐 156 골반정융 흉한 난소낭총의 재거 

4 지궁후솜기절제슐 10S 총양， 농양 퉁에서 난소와 난광융 함께 제거함 

5 근치척자궁척출슐 102 주로 자궁정부암에서 시앵. 렴프철제거도 앵함 

6 혹강청하질식자궁척훌술 101 복강경의 도용옳 얻어 질융 용해 지궁척훌 

7 질식자궁혀흩슐 98 자궁탤출의 경우가 많고， 대개 질복웬도 함께 행함 

8 난소낭종철째슐 S9 개복융 하여 난소종양만 철재하고 갱상 난소초직옹 남겨둠 

9 자궁근총철재슐 56 개복하여 근총만 철제하고 자궁융 상렴 

10 난소절찌숭 36 개륙융 하여 난소 혹용 난살} 낭종융 합째 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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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아과학교실 (Department of Pediatrics) 

딘] 훨훌를홉. 

主 ff 훌훌 尹뼈洙 

률t 톰 뿔 를 安훌흩 t용i!Jl 
훌lEf함 흩빼g 훨f뿌tl 

~톨. 흠Am 후뺏훌 

jOjjkf훌 찢빠元 Tl훌 B 
빼 훨 홉 폐-洙 $흙泳 i:炳-

i:훌{뿌 

JJJ 훌t ~톨 朴훌훌 ìt1i~호fj. 
.ff훌聊 
흩훌훌홉 !UIlD 뿔톨水 훌宗fI 
홉않었톨 申，엉. 슐훌’” 
名툴훌홉 생U~훌 尹iJ*

.ff 톨 훌휴l톨 훌앤‘↑훌 훌rul후 
훌훌훌 훌 ~ 솔i훌11 
i::fc11 ~在뿜i i:有品 

朴훌4<< 朴훌. **院
申允훔 安lítt섭 훌훌뼈 

柳 ~ 률l珍tt 후.ijj휩 
￥.~흉 했tf午 훌 ~ 

휩-敎흩 金홈珠 $훌훌F’ 
m".1톨 
m"~lit 
g톨'ff훌g 홈fttt 

• 攻 • 四 年 次 &뼈.$ 金훗톨 훌윷훌 
ìt훔弘 李l훌뺀 李 I힐何 
李珍戰 林炳..훌林 

三 ~ 次 홈JU~ 훌;;t톨 朴~셰훌 
朴水Øf 총tU톨 李世~

후홉珍 IIf홈g 1ft.홈 l협 

二 年 :x ~tþt훌 i:jIl흉 朴Aft
~. t ~~t* *~.;j( 

itÄ~ 尹ti‘ 3￥fttt 
李珍.~휠R. 

-~ 次 솔i낌빼 金셰k훌 i:훌홈 

i:.~ 申 'ð'~ 尹tU훌 
尹월it 李.n~ 李훌雅 
李~~ IIJjUIl 훌ft쨌 

大 • 院 t톨土=~ n뼈갖 金훌"' 朱永院
安lJ홈 빼珠찢 Tit훌 

훌1I. 

빠土-~ ß를秀 A ~t흩빼 후t호톨 
후~훗f! .u.윷 朱 령 

톨土二年 훌쩔l1l 金월흩 金훌rJ 
i:윷" 솔i￥훌 f~iIl. 
총i톨훗 톨f훌훌 최유정 
훌 !콕 

훌土-年 金南짧 훌:1훌 $:fc~훌 
it찢弘 총;'}il 후珍없 

•• 林
保 톨 土 총美iIl M1M玉 尹훌洙 

.J명‘. 
保흩土빼 李正i효 후~뼈 ~jl훌 • .ß:. 
f훌 훌 Jt 金~훌 
主 훌 李ll.

훌톨훌훌土 톨A~ t*A子 11*뺑‘ 
I률훌당. IIIlt心

떠 主훌活liJ훌II 

Q)총론 

소야과학교실의 교수진은 총 23명으로 11개의 세분 

야로 나누어 교육， 연구， 진료훌 당당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전공의 12명이 새홉께 입국하여 새로 

운 출발융 하였으며， 천임의 21명이 새로 발령 받아 각 

분야별로 진료， 교육 빛 연구 활동이 환발하거11 01루어 

졌다. 2003년도의 각 교수들의 해외학회 훨동사항온 다 

용과같다. 

2월 28일 안효섭， 신희영 교수가 일본 고빼에서 열린 

채I회 General Assembly of the Asian Hemato’앵Y 

싫$엉ation 학회 참석을 시작으로 3월 6일 고영륭 교 

수가 미국 덴버 뻐뻐l 학회 참석， 4월 2일 양세훤 교 

수가 체코 프라하 성장호르몬 심포지용 창석 3월 22일 

신회영 교수가 터어키 이스탄활에셔 열린 제29차 

EBMf(유럽꿀수이식학회) 창석， 4월 4일 최형수 초교수 

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94lh Ame꺼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nnual Meeting 참석， 4월 30일 

최 용 교수 미국 시얘틀 국채소아신장학회 카운슐 회의 

창석， S월 4일 황용숭， 김기중 교수 스페인 셰비아 학 

회참석 6월 6일 갱혜일 교수 독일 프라하 경유 빼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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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입월활동 

직 읍 성 명 학 회 임윈 w 톨 사 항 얼 자 

교 수 황용송 대한간질학회회장 2003. 3. 1 

교 수 이환종 한국소아 강염학회 학솔이사 2003. 6. 
교 수 융용수 대한소아과학회장 2003.10.25 
교 -ιr‘ 양세원 대한쇼~l내훈버학회장 2003.10.25 
교 수 고영률 대한천식 및 알혜르기학회 기획이사 2003.10. 
교 수 갱혜일 대한소아과학회 학슐이사 2003.10.25 

@ 국내외 연수 

직 릅 성 명 내 용 기 간 

기금조교수 고재생 장기연수 2002. 8- 2004. 8 

교 수 최 용 단기연수 2003. 6. 1-6.30 
교 

.,‘-
양세원 단기연수 2003. 6. 2-6.30 

교 수 최충환 단기연수 2003. 6. 9-7. 8 
l휴 교 1 J‘~ 하일수 단기연수 2003. 7. 3-8.30 

.3‘~ 교 
.,‘-

박훈풍 장기연수 2003. 8-2004. 8 

@수상 내용 

성 명 

고영률 

인사내용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채 13회 파학기슐 우수논문상 

-
검
 

자
-
4
.
 

일
-
%
 

E킨 훨育現況 

û) 회사 과정 
, 주간실습표 

월 획 1 /‘- 드--g， :C1I 

æ:oo 
09:00 
10:00 

뱅실실습 병실실습 병실실습 명실실습 
11:00 

충빼토의(전교수) 충혜토의(견교수) 

12:00 청 싱 시 간 



포와 T세포의 합달， 항원륙이 및 비륙이 연역싼용， 연 

역과 관련됨 임상질환(자가연역질환， 알혜르기철환， 연 

역결핍질환， 장기이식거부반용， 총양 풍)에 대한 최신 

지식율 습특하고 연역학 환야에서의 최근 연구 청향과 

새로운 연구 기법융 발표와 토롤융 흉하여 이빼할 수 

있도록하였다. 

@학위 수여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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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용}강염학; 소이감영학 강좌얘서는 쇼:O~예 

서 가장 혼한 질병인 감염성 질환의 역학， 원인균， 발병 

기천， 진단 빛 치료 풍에 대한 이해훌 흉뼈 감염성 질 

환율 가진 소아의 처쳐예 필요한 기본척 지식융 습특하 

고 나아가， 병원세 진단에 사용되는 방법 및 쳐료쩨 풍 

에 대한 이혜훌 용해 향후 독자척으로 감염생 질환의 

연구얘 필요한 기초 능력융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성 명 논 문 쩨 목 일자 지도교수 

최형수 기질세포와 성장인자훌 이용환 제대혈 거핵구의 충식과 분화 2003. 8 안효성 

박현진 신정모세포총에서 동총 총양항원융 탑찌한 수지상세포 연역요법 20C껴.2 안효성 
팍영호 국내 유행에셔 톨리된 인간 Paraínf1uenza vìrus 3행 메 단빽의 유견자 변 20C셔 2 이환총 

이와분자생물학혀 역학 
흥갱연 Enlerobac.ter 균혈중 환아의 엉상 양상 및 윈인 융주가 생산혀는 빼타락타 2004. 2 이환총 

마체의륙생 

• 석 사 
성 명 논 운 쩨 목 일 자 지도교수 

김미갱 임신생 당뇨병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신체 계측상 륙성과 제대협 생창 2003. 8 최충환 

인자와관계 

백정훈 소아 원발생 국소생 분절생 사구체 경화중의 임상갱과 및 예후인자 2α>4. 2 최 용 

김현청 앵아초기 뻐V 빽신 기본청총 시행 10년 후 antJ-뻐S 항채 보유융 및 B형 2이)4. 2 셔갱기 

간염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황 회 장시간 벼디오 놔화 검사훌 이용한 영아 연축의 임상 양상 및 방작기 놔화 20C씨. 2 황용송 

의특생 
김병찬 한국인 소아 윌슨명 환자의 전국쩍 현황에 대한 죠사 연구 2004. 2 서갱기 

!II 맑햇링홉ltJ훌피톨 

G] 국내학슐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문 

1. 이갱하， 송명환， 강수갱， 총진영， 배옹갱， 노갱일， 융용 
수. 천극 도자 철채숱율 용빼 치료한 번맥 유활성 심근 
중. 소아심장 2003;7(1):142-151 

2. June H배， Chung n Noh, Jw앵 Yun Oloi, Yong soo 
Yun. π1<: Effec.t of 야::ta Adrenergic stim띠ation on 
QT and QTc Imerval in Synα@ α피dren with or 

without α>e.찌S띠18 V，엄따icular Arrh싸unias. J of 

번호 논 
a 

-
ι
 Korean Med sci 2003;18(2):179-183 

3. 갱유미， 신충효， 양세원. 소아 두개인두총 환자얘셔 치 
료 전후의 뇌하수쩨 기능과 성장 및 체중 변화， 대한소 
아과학회지 2003;46(3): 

4. 송푼영， 갱민호， 이준생， 깅태규， 양세원， 이병철. 한국 
소아 그혜이브스병얘서 뻐A， 세포독성 T 립프구항원4 
(CI1A-4) 및 총양괴사인자ß(1N때) 유전자 다형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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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그 

tr 논 논 

37R월 이하 영야기 혈성 요로 감염중에 대한 엄상척 
관활. 소아확 2003;46(3):265-270 

33. 신혜경， 김지희， 유기환， 홍영숙， 이주윈， 김순겹， 원남 
회， 갱헤일. 양포트 총후놈 형제에서 동시에 밭병된 
급성 연쇄상 구균 감염 후 샤구찌 신염 2혜. 대한소아 

신장학회지 뼈3;7(1):6τη 

34. 한혜원， 이훈효， 업용영， 하일수， 청해일， 최용. 정상 
및 급성 신우신염 소야에서 요 tr.InsfOlT삐18 growth 
faáα.ß1/creaL뼈ne 벼에 판한 연구구. 대한신장학회지 
200얘13;2깅2낀(5):)46.5혀51 

35. 이범희， 조회연， 강주형， 강희청， 하얼수， 갱해일， 이현 
순， 최용. 소아에서 일차성 악생 신병충의 임상-병리학 

척 고찰. 대현소야신장학회지 2003;7(2):133-141 
36. 양혜란， 김갱용， 고재성， 총갱한， 박생업， 서청기. 

Duarte VariantlOassícal Galactosemia (D/G) Hetero

각황e 환아에서Galactæe+P뼈phate uri여l없I앙 
ferase (때끼 Gene 에 대한 연구. 대한소9남화기영 
양학회지 2003;6( 1):없용 

37. 갱수진， 셔갱기. 션천생 거대철정충이 의심되는 12개 
월 이하의 영아에서 칙장-항문 억찌반A}{Recto-때외 

빼패itory 떼lex)의 진단객 유용성(션천성 거대철정충 
에셔 직장-항훈 억제반사의 진단척 유용성). 대한소화 
판옹동학회지 2003;잊1):4246 

38. 김갱용， 김교순， 셔갱기. 쇄 영충성 장질환에서 때· 
Saccharomκes cet(생iae Autoan디k잉ies와 M피뾰u. 

번호 
a r 

uoptùJ 이toplasn피c Autoantibodies의 진단척 유용성 
에 대한 연구.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4):297.302 

39. 양혜란， 서갱기. 당원t형 제1형외 장기 추척 관활 간선 
총 밭생의 위협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소아소화기영양 

학회지 2003;6(2):129-139 
40. 양혜란， 김유갱， 서갱기， 김우천， 강경훈， 박귀현. 션천 

성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현 대장영 및 장협착 1 

혜.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2003;6(1):59얘7 

41. 이법회， 이진숙， 조회연， 강추행， 강희경， 하일수， 갱해 
일， 최용. 소아 악성 고열충과 동반되어 항생한 횡문근 
융해중 1혜.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003;7(2):229.233 

42. 최지용， 채총회， 김기충， 황용송. 열성 경련 환아와 열 
성 경련 플러스 환야에서 G~V2 Subunit 유전자 

GABRG2의 률연변이 양상.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003 
11:290-298 

43. 권혁주， 총영환， 강수갱， 강형진， 최형수， 배용청， 신희 
영， 노갱일， 융용수， 안효성. 소아 뼈hraα마ne 심독 
생의 추척 판활. 소아과 2003;46(3):242.249 

44. 심창은， 박용핀， 박인숙， 김창휘， 융용수. 3개월 이하 
영아에서의 가」짜}꺼병의 엄상척 연구. 소아심장 2003; 

7(1): 102.105 

45. 이갱하， 총영환， 강수갱， 총진영， 빼옹청， 노갱일， 융용 
수. 전극 도자 철찌슐융 흥해 치료한 번액 유발성 싱근 
중. 소아심창 2003;7(1):142.151 

@ 국내학흩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c> 
tr 

1. ol었1 E), Kim WS, Kim 10 , Koh VY, l.ee 테， Yeon 

KM. S뼈11 A1rway Disease after Myαlpl잃ma Pneu. 

roonia in chil아-en: HRcr Findings and Correlation 
wíth Radiographic Fî때ings. ) Korean Radiol soc 
2003;48(4):361.367 

2. 국훈， 검푼큐， 김태행， 문형남， 박정덕， 박현진， 서종진， 
신희영，안효성，이건수，이팡철，이순용，이영호，황명 

한， 황태주. 한국인 소아 골수이행생중후군의 임상척 
혹청 및 예후예혹 방법 간의 비교연구. 대한소아혈액종 
양학회지 2003;1아1):1.13 

3. 최옹진， 이선민， 이건수， 갱대청， 김학기， 김흥식， 김순 

검， 이팡철， 안돈희， 강엄주， 이영호， 신희영， 안효섭， 갱 
혜렴， 구흥회， 김문규， 김황민， 유철주， 양창현， 하청육， 
서총진，김태형，김치판，갱철주，최규철，유청하，유용 

션， 이순용， 김상우， 김순기， 국훌， 황태주， 황명한， 박정 
댁， 박현진， 김팡남， 김기충. 한국소아얘서의 급생연역 
생혈소판강소성자반충. 대한소아혈액총양학회지 2003; 

번효 논
 

므
 ι 

1어1): 14-21 

4. 최형수， 박용실， 강형진， 신희영， 안효섭. 소아 급성 륙 
벌생혈소판감소생자반충얘서 갱주용 연역글로불린 치 
료. 대한소아협액총양학회지 2003;1어1):22.29 

5. 갱혜렴，왕규창，김송기，성기용，구흥회， 신회영，안효 
섭， 신행진， 조명규. 수모세포총얘서 염색쩨 17번 단완 

10. 1-13.3상의 이형갱합쳐|의 소실 및 임상척 의의. 대한 
소아혈액총양학회지 2003;1어 1):72용l 

6. 척형수， 고상혁 ， 박용싱， 강형진， 신희영， 안효성. 제대혈 
CD켜+ 양성 세포에서 세포외간질(당tracellular M때ix) 

과 기질세포(SlrOmaI αIIS)톨 이용한 척협구계 전구쩨의 

충식 및 환회유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2003; 1아1): 

82.90 
7. 국훈， 황태주， 서총진， 김태형， 몽형남， 이영호， 김문규， 

이건수，이팡철，황명한，박현진，박경덕，박찌선，신희 
영， 안효섭. 한국인 채생활량생빈혈 환아에서 인간 빽혈 
구항원 대립유전자의 방현반도와 연역억제치료. 대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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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
-
ι
 

논
 

a 

￡
 

2. Na KB, S비nJM， 야e JY, S벼1 GC, K1m YV, I..ee JS, 
I..ee )K, 010 HW, I..ee 쩌.Pa버 A. Rota. wi띠때n). 

B빼ú. 짜m 씨. Kang C. Genetic and Antig뼈C 

Characterization of Measles Viruses Thal αIα1aled in 
Korea D띠ing 1뼈 2α)0..2001 Epidemic. J of Med. 

VI10I앵y 2003;70:649-654 
3. K1m YJ , Hong JY. I..ee 매. stún 뻐， K1m YK. Ti∞hiki 

lnada, Madoka Hashido. Pedro A. Piedra. Genome 

Type Analysis ci Adeno에rusT까>es 3 and7 1∞Iated 
d따ng Successivc Oùlbreaks of 1ρ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Chi1dren. J of Oinical Micro

biol<정y. 2003;αt. 41(1이:4594-4599 

4. Hahn HW. Ha 15, O1oi HS, 5비n HY, Cheong 대， 

Ahn HS. a잉 Y. Acute leukemia : an ass∞ation 

with atypical hemoIytic urernic syndrome. Pediatr 

뼈plu허 2003;18:703-705 
5. <l1ang 5H, 5띠1 KS. Yi N], O1oi 5H. Lee HJ, seo }K, 

번호 논
 

Lee KU. A며ve imm뼈2aùon a앓nstdenov。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야빼atric paùents after 
Iiver tran뼈antation. Hepalol앵y 2003;37(6):1329-1334 

6. Bae 티， αloi π. Noh CI. Yun Y5. I..ee}R. De nove 
creaùon of fen없ration and stent 따lplantation for 

f외led extraca떠iac conduit Fontan operation. Int J 
Q떠iOI앵Y 2003;(88)321-322 

7. Bae EJ. I..ee JY, Noh αi. Kim WH. K1m Y). 5inus 
nαle dys{unction after Fontan lJ1(펴@때"IS - inf1u
ence ci 잉rgical meth여. In< J Cardiol앵y 2003; 
(88):285-291 

8. T:찌l3ka S. Hayas비 T, Terada C. Horí Y, Han KS, Ahn 
HS, Bourre F, Tani Y. GIanzmann’s thrombasthenia 
due 10 a π>int mu‘ation within introo 10 results in 
aberranl 따icing of the ~3 용ne. J Thromb Haemost 

2003;1:2427-2433 

@단행본 

서 적 명 

소화기내시경학 

진단소화판 

격
-
연
 
연
 

-% 

m 

규
-
총
 
총
 

저 져 

서갱기 외 공동거따 

서갱기 외 공룡저자 행
-
總
 

懶@ 국xi학회 발표 

날 찌 

2월28일 
3월 6일 
4월 2일 

3월22일 
4월 4일 

4월30일 
5월 4일 
6월 6일 
6월 7일 

6월12일 
7월19일 
8월14일 

10월 8일 

10월11일 
11월 2일 

11월 2일 
11월11일 

12월 4일 
12월 4얼 

12월19얼 

내 용 

안효성， 신희영 교수가 얼본 고빼 셰l희 General AssembIy of the Asian Hernalok￥Y Assoc:iaωn 학회 창석 

고영톨 교수가 미국 덴버 뻐AAl 학회 참석 

양세윈 교수가 채코 프라하 성장호르용 심포지용 참석 

신회영 교수가 터어키 이스탄톨에셔 얼린 쩨29차 EBMT(유렵룰수이식학회) 창석 

최형수 죠교수가 캐나다 토륜토에셔 열린 94'"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πh Ann뻐JMeeψ18 창석 
최 용 교수 미국 시에톨 국제소아신장학희 카운술 회외 참석 

황용송， 김기종 교수 스페인 셰비아 학회참석 

갱빼얼 교수 쪽일 프라하 경유 에톨련 2003년 세계 신장학회 참석 및 연찌 방표 

박줌풍 죠교수 미국 보스몬 학회 창석 및 논운 빨표， DJ시간대학 소아충환자성 방훈 

신충효 임상 교수 미국 뉴융리안즈 미국 당뇨병 학회， 미국 필라웰피아 미국 내용비학회 참석 
신희영 부교수 터어키 이스탄불 학회 참석 

양세원 교수 충국 상빡l 학희 창석 

이환총 교수 미국 샌디아고 학회창석 및 논푼 발표 
황용송， 김기충， 채총회 교수 포르푸칼 학회 참석 

용용수 교수 태국 방콕 아세아 쇼화과 학회 창석 

서정기 교수 태국 방콕 채11차 아세아 쇼:.o}과 학회 소화기훈야 초청강연 

하일수 후교수 미국 미국 신장 학회 연수교육 참가 및 미국 신장 학회 연혜 학슐 빵표회 창가 빛 빵표 
황용송， 김기충 교수 미국 보스턴 학회창석 및 연재 벌표 
최용， 청혜일 교수 일본 흥정 세미나 창석 화장 및 충빼 할표 

최용， 신희영 교수 욕한 명양 남북외료 천문가 회의 및 명양 어린이 영양 연구소 방문 



번호 지원기관/사업명 
연구책임자 

과 째 명 
~‘‘~~’ 성명 

18 과학찌맏륙갱기초 안효섭 신경세포모종에 대한 비소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 
(R01-뼈1-0(128) 

19 복지부/암갱복 안효섭 신경모세포총에서 CD34 양성세포의 흘리톨 이용한 
총양세포의 갱화 및 갱량척 RT-PCR융 이용한 미세 
잔존암의 명가 

20 복지부/03.보건의료 안효성 죠혈모세포의 책외중폭 및 이식기슐재방-조혈모세포 
의 이식시 자연살써포 및 수양률기세포의 역할에 판 

한연구 
21 사노피-신데라보 안효섭 총양 용해 충후군융 가진 소아 빛 청소년환자애서 

고요산혈중 치료훌 위한 rasbu꺼case의 제4상， com-

뼈ssionate ‘JSe 프로그랩 
22 한국얀샌 안효섭 sporanox IV 

23 LG생명과학 양세원 서방형인성장호르몬 

24 현국세로노 양세원 A multicenter, ran<lomized, oi야!O-label， α:mtroUcd 

srudy (0 evaluate the effects of saizen on ca며빠C 

funcωn in GHD su비얹s during lhe transltion 
phase from cl피d hood lO aφJ1thood 

2S 륙지부/03보건의료 쇼~l과 이환총 연속적인 유행기(1잊~1999년)에 훌리된 Resp뼈tory 

(단톡기초j Synα없I Vuus의 F 단빽 유천자의 뱅이와 분자 역 
학척분석 

26 학진/03협흥연구 갱혜얼 Gitelman중후군의 분자 병인기견에 활한 연구 

1:7 혹지후./03보건의료 갱혜일 유천성 신질환의 훈자유전학척 연구 
(단폭기초) 

28 종근당(주) 갱혜일 브레디닌 

29 혹지부103보건의료 황용송 유천자 분석얘 의한 진단 시스댐 확립 및 유천역학 
(협동기초j 연구 

30 굴락소스미스를라인 황용송 라믹탈정 

단되 함홈 現iR

m 입원흰자수 

• 병실 입원환자수 : 연인원환자수 38，452명 
실인훤환자수 3，216명 

명윤재현일수 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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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비고 

2003. 9.1-

2004. 8.31 
2003. 6. 1-

2004. 5.31 

2003. 5. 1-

2004. 4.30 

2003. 3. 1-

2004. 2.28 

2003.12. 1-
2003. 7.25-

2004. 1.31 

2003.10.23-

2005. 6.30 

2003. 5. 1-

21)(껴. 4.30 

2003.12. ) -

2004.11.30 
2003. 5. 1-

2004. 4.30 

2003.11. 1 
2003. 7. 1-

2004. 4.30 

200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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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새치획설명 겁새치료씬수 신흰께젠명) 비 고 

신생검 17 
척수액 천자{cyt∞pin) 927 
울수천자 및 생검 450 
자가조명모세포이식슐 17 

동총몰수이식슐 14 
항앙째(혈액+고행) 치료 종료 78 
혈액총양 치료종료 27 
고형총양 치료총료 51 

@특수크리닉 실적 

크리늬명 진료요일 담당교수 흰자수{명) 

획중환 1,031 

미숙아·신생아 질환 월，수，옥 미숙아(504) 

신생아(527) 

최 용 2,335 

신장힐환 월，화，수，목，금 갱혜일 1,929 

하얼수 792 

혈액·종양질환 훨，화，수，목，금 
안효성 1;α)4 

신희영 2,636 

용용수 910 

심장질환 훨，화，수，목，금 노갱일 152 

배옹갱 

소화기·간질환 
월，수，목，토 

서갱기 1,711 

변비·비만 고재성 장기연수 

황용 송 2,949 

신경질환 월，수，금，토 김기중 634 

채총회 29 

기판지· 알혜르기 천식 화，옥，금 고영톨 1,629 

감염 화，목 이환총 1,075 

유천·당뇨·내분버 쟁환 
월，수，목，금，토 양세원 1,191 

신충호 2,255 

알빼르기 및 연역 월，금 김충곤 899 

효홉기·충환자철환 화，급 박준풍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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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개롱 

환자의사사회 

정신과학 36-38시간 강의 /년 

4주실습 

PBL 
시청각 기자체률 이 

용한교육 

파견 교육율룡해 다 

양한 환자군 청험 

다양한 갱험 : 병동， 

외래， 자운， 소아 

〈학생 교육〉 

의얘파 

본과 2학년 

본파 3학년 

조명찌 

류인균 

신민섭 

권준수 

안용민 

청도언 

뽑
 뼈
 랩
 뺑 뺑 뺑
 뺑 뺑
 뺑 뺨
 뺨 웹 웹 

책임교수 

책임교수 

@ 각 파트멸 주요 활동사항 

61병동에서는 2003년 9월부터 입원환자 체중중가 방 

지 프로그햄융 도입 (개관， 식이요법， 다이어트 체조)하 

였고， 낮병풍에서는 2003년 7월 강용구 조교수에서 안 

용민 죠교수로 병통장이 교체되었융. 

환당 서율대병원에서 4월 21부터 4월 26일까지 5일 

간 칙원 및 칙원가족율 대상으로 개원 전 진료용 시작 

하였용. 6월 25일 분당서율대병왼 개원식이 있었고 하 

규섭 초쿄수가 7월 l일자로 분당서융대학교병원 의료 

정보실장으로 임명 

서율대병원 신청갱신과는 뼈2년 10월 17일자로 성 

안드래아 병현과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3 

년 3월 1일부터 전공의 파견 진료톨 시작합. 

심리검사 책임교수 

천산화놔전기활똥도검사 책임교수 

션산환!정인지기능검사 책임교수 

수연，스트헤스클리닉 책임교수 

성인 외래 특수클리닉 

난치생 조옳충 

난치생 정신분열중 

치매 

노화성 인지감퇴중 

우울충 

노인청신 

기억장에 

수연장얘 

스트혜스장얘 

청신분열병 

강박중 

공황장애 

공포중 

수
’
 스
’
 수
’
 스
’
 

i<}’

수
’
 
<T

AT 

-(}’ 

수
’
 
T 

스
’
 스’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쿄
 
교
 
교
 
교
 
교
 
부
 
후
 
초
 
초
 

빼
 뼈
싹
 
밝
 

〈모자 병원 현황〉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촉령복음병원 

생 안드헤아 병원 

@ 인사사항 

직명 성명 인 사 사 항 일자 비고 

교 수 김중슐 청년 퇴임 2003. 2.28 
초교수 김기용 훈당서융대학교병현 임상조쿄수로 발령 2003. 3. 1 
초교수 융인영 분당서융대학교병웬 임상조교수로 발령 2003. 3. 1 
후교수 권춘수 제5회 서율대학쿄병왼 젊옹 연구자상 수상 2003. 6.18 
초교수 하규섭 훈당서융대학교병원 의료갱보실장으로 임명 2003. 7. 1 
조교수 이홍영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초교수로 방령 2003. 8.21 
초교수 김용년 엄상천임강사에셔 임상조교수로 발령 2003. 9. 1 
교 수 김용식 쩨2회 대한청신약훌학회 학술상 수상 2003. 9. 5 
우교수 하규섭 조쿄수에서 부교수로 발령 2003.10. 1 
교 수 김용식 대한신경갱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2003.10.23 
교 수 김용식 한렴원 회원으로 임명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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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성치료 

최연치료 

내 용 

용중에 대한 비갱신과척 갱근 
개원과용직 

- 중혜토혼회 

증례토튿회 

입원환자충혜토혼희 

소아갱신과 뱅용충혜 

외래 환자충혜 
자품세미나 

62명흉 입원환자 충혜 

61명흉 입엄환자 중혜 
낮뱅웬 입원환자충혜 

용급환자충혜 

- 연수강화 

담당교수 

셜현육 

변영톤 
김만효， 이상철， 갱션곤 

황팡민，최휘영，김장규 

지도교수 

김용식 

우총인 
조앵제 

강용구，안용민 
조수철 

조맹제 

갱도언 

권준수 

류인균 
강용구，안용민 
7J용구， 안용민 

쩨 목 일 자 

2003. 6. 8 
2003. 9. 28 

소아갱신과 치료의 최근 발전: 어디까지 와있고， 어디로 7}-O냥}는가? 
G쟁litivc and affective neur∞dence in psyc때auy 

2) 천공의 배치 현황 

61뱅용 

62뱅풍 

낮병훤 

톨 야 

외래/교육 

자푼 
의국수석의 

소아갱신과 
신경파파견 

용급실 
훈당서융대병원 
측령복융병원 
생 안드해야 병원 

총채 

전 공 의 

5명 
5명 
2명 
l명 

2명 

I명 

l명 
l명 

l명 

I명 
6명 

2명 

28명 

시(_!9 

3시간 
4시간 

3시간 

5시간 

비고 

1주 

2주 

3주 
4주 

매주 

격주 
매주 

'P&주 

얘주 
매주 

격주 

담당교수 

조수철 
하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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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않밀， 강대엽， 김송현， 김창융， 심주철， 안석균， 이중 
셔， 초현상， 박현명， 뀔효숲. 갱신훈영뱅 약물 치료에 
대한 한국행 알고려톰의 개방 계획. 대한갱신약율학회 
지 2003;14(2):100-118 

27. 최갱석， 하태현， 박성근， 노규식， 궐효숲. 강박중환자 
에서 약훌사용정향과 엄상충상의 변화: 일 대학 병현 
에셔의 2년 자연척 연구. 대한갱신약물학회지 뼈'3; 
14(3):199-205 

28. 박성근， 최갱석， 유소영， 이보홈， 강송석， 노규식， 하태 
혐， 궐줍숲. 강박장얘에서 LORETA 영상율 이용한 
P300 국소원의 통계척 분석. 생률갱신의학 2003;10 
(2):168-176 

29. 박희수， 이영호， 하태현， 노규식， 쇠밀설， 뀔효숫. 강박 
장얘 환자의 시각척 기억 및 언어척 기억 손상과 조직 

화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03;22( 4):72S-
42 

30. 구방본， 이종민， 김준식， 이찌성， 김인영， 김찌진， 이동 
수， 뀔효숲， 김션일. 확률 및 홍계척 개념에 근거한 한 
국인 표준 뇌 지도 작생 및 기능 영상 분석율 위한 가 

시화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예의학회지 2003;37(3): 

162-170 
31. 민갱훈， 신앵철， 전덕인， 융보현， 궐출순， 박훤명. 양극 

생 장얘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톰(U1): 우울삽화. 

번호 논
 

대한갱신약훌학회지 2003; 14(4):336-346 
32. 차보석， 김갱현， 화五섭. 일 대학병원얘 입원한 양극성 

장얘 환자의 인구학척， 임상척 톡생: 1990-2001. 대학 
우율 · 조율병학회지 2003;1(1):72용1 

33. 신흥법， 박총호， 차보석， 김병수， 이숙청， 김학령， 좌율 
쉰， 요많와， 효효궁. 벼청형 항청신병약물 복용 중인 
과쩨충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행홍수갱요법의 개 
방 예비연구· 생물갱신의학 2003; 10;2:1&).193 

34. 이명원， 좌효슐， 쇠밀설. 자기개념 위협이 연집성향자 
의 주의 빛 귀인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03;22(1):71-91 

35. 뢰깅효. 노화와 주거 환경. 대한건축학회지 2003;47 
(6):21-24 

36. 최효녕， 손기현， 전지현， 곽육환， 유회갱， 출순쩔， 박철 
수. 주의력결핍꽉잉행통장얘훌 동반환 알코융 의촌 환 
자률의 륙생 - 임상척/유전학척 자료 환석 - 신경갱신 
의학 2003;42(3):322-24 

37. 김수정， 쇠밀설， 손정우， 족숲컬， 최효녕. Berk잉ey 
Puppet Interview의 표준화률 위환 예비 연구. 소아.청 
소년 갱신의학 14(1): 103-111 

38. 전션영， 쇠와설， 촉숭캘， 좌효녕. 학습장애톨 가진 아동 
에 대한 K-ABC와 K-LDES의 진단척 타당도， 소아 • 청 
소년갱신의학 14 (2): 1웅22 

@ 국내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논 
a Z 논 

1. 신성용， 출숲컬， 이갱범， 청동션. 밥달성 얽기 장얘 진 
단융 위한 단어/비단어 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 

의 표준화 연구. 소아청소년갱신의학 2003;14(1):81-94 
2. 임명효，유성훈，백기챙，출순철，김현우，융도영.주의 
력경핍파잉행통장얘에서 환지군과 가촉군간의 Dopa
mine Transponcr Gene애 관한 유천자 다형성 반혹 대 
렵유천자의 빈도. 한국갱신약물학회지 2003;14(4):347-

53 
3. 초생진， 김용익， 족멜켈， 서용우， 박계식， 빼채냥， 신철 
진， 지경환， 함용진， 청인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 

특충 만성 청신질환자의 요구도종사. 신경갱신의학 2003; 

번호 므
 
* 

42(6):771-783 
4. 흥진표， 박총익， 방수영， 서동우， 여진영， 조생진， 족캘 

갱， 한오수. 노숙자 숙소 거주충인 노숙자의 I년 추척 

연구. 사회갱신의학 2003;8(2):152-156 
5. 신흥법， 한총회， 컬돋엎， 박광석 느린 안구 운동(SEM).과 
뇌파의 스펙트럼 동시 분석율 이용한 l단계 수연 탐지. 

수연.갱신생리 뼈3; 1어1) : 52-60, 2003 
6. 팍육환， 손진육， 현규회， 박철수， 김장락， 좌효녕， 김용 

조， 강여화， 하형래. 아동기 가갱 내 스트레스가 공풍의 

종생에 미치는 영향 및 공동의존성과 갱신병리와의 관 

련생. 생왈치료갱신의학 2003;9( 1):앓97 

@ 해외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I그 

tr 논
 

번호 
a 

파
 

1. Roh MS, .!S:앨g___l필， 앙피1 SY, lee YH, )ung HY, I after electroconvulsive shock in the ral 뼈in. prc용 

j뼈ln YS, 짝믿 YS‘ Bip빼c changes in ùle Ser-9 I Neu짜Xκhop뼈rma∞I Biol Psydúauy 2003;27(1):1-5 
pho5phorylaωn 아 g1yα흉1 synthase 때l3se-갓:>eta I 2. 냥e KU, 1용 )S, κm KW, Jh∞ )H, lee DY, le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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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I a 

파
 

논
 

Actigraphy sug훌ss age-relaL여 dìfferences in napping 
and noctumal sleep. J Sleep Res 2003;12:87-93 

21. X뜨깐 IY， Kripke OF, 페。tt JA, Y，αJngstedt SO. 

번효 논
 

Luteirúzing Honnone following Ught cxposure in 
heahhy young men. Neurosdence Letters 2003;341: 
25-28 

@ 해외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a r 논 

a 
Z 논

 
1. Han 0 , l.ee B, Ahn J , Park J, g보파1， Hong J, Ham 

B, Kìm C. Ufetime and απent prev외en∞ of mental 
ch.sorders among home.less men in Korca. Joum외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3;191(4):272-275. 

2. Y∞n U, l.ee JM, 짜m 11, Kìm lY, 얀on (S, Kim SI. 
M빼fied MRl-based parce11ation meth여 for cerebr밍 
conex 뼈ng sucα5，Sive fuzzy d뻐eringar녕 boundary 

detection. 찌11l Biomed 갑18 2003;31:1-7 
3. 찌m JS, l.ee JM, Kìm], oloe BY, oh CH객띤므~， 

Kìm SI. Non-피lCaf regísttat.ion for brain 피13ges by 
maximizir핑 feature and intensity similarities with a 
Bayesian framewαk. Med. BioJ. 당용 Comput. 2003; 

번효 

41:4경i-4&1. 

4. Chac H, 나으깅1S， l.ee SJ, α10 SH, Bae IIS, Hong MC, 
SWn MK, An altemative way to indi꺼이Jalized medicine: 

Psych이。gical and physical t1'ait5 of Sasang typOlogy, 

Joumal of 씨temative and Complememaπ M떠iαne 

2003:9;519-528. (50 impact faα。r‘0.927)

5. Cowan RL, 싱으깅1S， Sung SM, 싸u1 KH, Kim 쩌， 

Hwang J, Haga E, VunaI RP, Lukas SE, Renshaw PF. 
Reduced ∞rtical gray matter 뼈'lSity in human MDMA 

(Ecstasy)users: A vox，잉-based morpho뼈try srudy. 

Drug and Al∞hol Deper녕ence 2003;72:225-235. (SCI 

impact factor-2.528) 

@단뺑본발간 

서적명 규격 저지 훌판사 비고 

First episode psychosis 김용식， 

(초발갱신병) 신영민， 
(주)렉스쿨 

쳐융 갱신병 중상을 정험하는 환자와 청희연 
7}촉율 위한 안내서 (역) 

치매진단융 위한 현국판 댔AD명7}집 우총인 외 서울대학출판부 2003 

우율충의 역학 조맹채，이준영 대한의사협회 

갱신분열병: A to Z, 과학척 
권준수 역 군지출판사 

자료에 근거한 정신분열병의 최신지견 

놔와 기억， 그리고 신념의 형성 권준수 외 11인 역 시그마프혜스(주) 

그립을 흉한 아동의 진단과 이혜 신민섭 외 학지사 중보판 

난독중의 이해 신민성 역 
」← L._ 드 드 

@증실 

신민섭. 그립율 룡한 아동의 이해. 대한의사협회지 46(4) 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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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iil .::: “‘「 시간당소 제 s-「g

2003. 9.용10. 1/프랑스 1. A 아)o( sn잉y for 없r빼며ization of Berk버ey Pup 며 

Interview 

2. 다a맑o&ic 얘벼ity of the K-ABC and K-LDES for d피dren 

with leam뼈 disorder. Inrernatia힐l αJnference d European 

신민섭 α피d-Adolescenl Psychiauy 

2003.11. ~11. 9/대만 1. A study of the developmenl and standardization of A마ID 

Diagnostic System 

2. Construction 아 a Scale for 답cape from the Self 10 a.ssess 
suiddal risk in adolescents 

이동영 
2003.12.12-2003.12.14 Development of an lnfonnam a야X>[t Questionnaire for 

/푸에르토리코 Dementia(SIRQD) 

김기융 
2003. 8.27-1. 3/스빼덴 Diff윈enti외 impact of the A.POE c4 on cogr뻐ve imp밍rment 

。f unknown origin by the presence of depressive 원mptoms 

2003.10.14-2003.10.19/미국 1. ParentaJ Attadunenl and Psychiatric ManifestatiαlS in πleir 

α피dren 

2. Prevalencc of ADHD in 씨C아oIic Patients and Gδletic 

김용년 Charaaeristics 

2003.11. ~2003.11.9/대만 1. 까lC A1c아oIic Pal뼈'ItS With ADHD c1i띠calAI엄 Genetic 

Characteristics 

2. lnlernet a여iction in Korean situation 

@ 연구~I 수혜현황 

.li!~“「 과채명 사업명 주핀부처 총연구버 연구기간 역할 

백서 뇌에서 항갱신병 쳐치가 
국책국가연구 개발사업 뇌 

한국과학기슐 41 ，π)()，αm 2001- 연구책임자 

Wnt 신효션탈계 조첼얘 미치는 
신정 생물학연구 

평가웬 2004 

영향애 대한 연구 

신경세포 흥분성 조절 연구센터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한국과학재단 563,000,000 2003- 공동연구자 
2004 

갱신질환의 뱅리기전 빛 치료기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과학기술부 50，000，1αm 2003- 써부과제 

전 모햄 개방 연구 치.강l술개발사업 2004 책임자 

김용식 
생체신호 붐석율 용한 비청형 일반과제 지원사업 서울대학쿄 10，1α)()，'αm 2003- 연구책임자 

항갱신병약용 치료 반용의 생물 병원 2004 
학척 표지자개발 

항갱신성 약훌이 백셔 뇌 세포 의뢰연구 (주)한국훗P딩 &)，'α)()，αm 2002. 3- 연구책임자 

주기초절인자에 미치는 영향 2004. 2 

갱신철환의 명리기션 및 치강l 뇌기능활용및 뇌질환치 과학기슐후 50，α)();αm 2003.10- 세부책임자 

션 모생 개방 연구 료기슐개발사업 2004. 3 

항갱신뱅 약룰에 의한 전사인자 의뢰연구 (지갱용역) (주)한국얀샌 50，α)()，OOO 2003. 8- 연구책임자 

활생조철 2004. 8. 

갱도인지손상의 치매전환율 예 지정용역연구 서융대학쿄 450，'α)()，OOO 2002. 2- 연구책임자 

우종인 
촉할 수 있는 신경심리학척 및 의과대학 2005. 2 
유전학척 지표에 대한 전향척 

연구 



교수 과제명 

MRJ and IW。 이mensional MRS 
$뼈es of n엉뼈n짜letaITliæ de-

pendence 

류인it 

천농환야에셔 s}우이식후 청각 

신민섭 
대뇌피질 변화얘 판한 연구 

가갱 폭력이 배우자와 자녀의 

심리척 척용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 교육과갱의 학슐맥락 
에 따혼 인폼사회확과 생물의학 

룡합쿄과과갱파 교수방법개발 

Study on the mechanism of 

path야~냐 and 야atn1ent of 

안용민 m뼈lCXÎC ~OmCJ by anaJysis 
of tre (l'()5SO{a!k 따~ MK8>1 
따녕 어‘ectrαX)lWl따ive shoc며k sig-

따피'18 와stem 

Nonlir엉r 야namic anaJ뼈s of 
EEG changcs aftcr 또r 

E낀 修홈現況 

@ 외래 환자수 : 32 ，931명 

- 신환 : 3 ，109명， 재진 : 29 ，822명 

@ 입원 흰자수 : 575명 

병명별 상위 5대 철환자수 

순위 뱅 명 

갱신분열병 
2 양극생장얘 

3 우울충 
4 용안장애 

5 기철생갱신장얘 

신정쟁신과학교실 • η7 

사업명 주판부처 총연구비 

R01-S NaωnaJ S2001αm 

lnstitule on (미확) 

Drug Abuse / 
Natio따l 

Institute of 
Health, 
Behesda, MD, 
USA 

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서울대학교 7:l0，f1XJ;αm 

병원 

학술진흥재단 서옳대학교 35，410，αm 

협동연구지현 과제 병훤 

2003년도 대학교육과정 주판부처 
49 ，600，α)() 

개발연구지현 

한국파학찌단 2101αmαm 

셔율대병원 10;α)()f1XJ 

신임연구벼 

@ 낮병원 입원 환자수 :58명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수 

순위 병 명 

1 갱신분혈병 
2 양극성장얘 

흰자수 3 우율충 
4 블안장얘 

204 
81 

5 기질성갱신장에 

76 
34 
24 

연구기간 역할 

2002.9- PI (('.c}.PI 
2004.8 with Dr 

Peπy 

Renshaw 

2002.6.- 세부과제 

2005.6. 책임자 

2002.11.- 연구책임자 

2003.11. 

2003.9- 공동연구원 
2005.8 

2002.9- 공동연구훤 

2005.8 

2003.7- 연구책임자 
2004.6 

흰자수 

44 
5 
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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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경과학교실 (Dep따tment of Neurology) 

띠 톨톨홉. 

科 훌훌 뺏이광우 

훌t 홈 노재규 
박성호(분당병원) 

•• 敎 뺏 윤병우 전범석 이상건 
이경민 
김상융{분당병원) 

助 률k 授 김만호 
남현우{보라매병원) 
이용석(보라매병원) 
성청준(보라매병원) 

톨표홉聊 김지쉬분당병훤) 
홉톨훌홉 명호진 이상복 

야 任 톨 김팡기 박총무 송영목 
흥융호 김총민 김남회 
푼소영 김청온 

外來톨훌 김흥춘 조규섭 김병모 
김주용 이한보 이태규 

• 횟 • 四 ~ 次 강규식 권선주 이서영 
김동육 박희권 

三 年 次 권형민 민주흥 정근화 
갱영민 

= 年 次 오동훈 안석훤 이순태 
김지영 김민청 

- 年 次 김성민 김성헌 신용인 
이지영 허재혁 

없 를 • 최장육 
김기현(간질치료센터) 
송수진 남수청(뇌파실) 
남지행유발천위실) 
안영회 
채청민(신경근전도실) 

훌툴훌훌톨 임용영 서흉주 흥순주 

大 • 院 호 빠土톨了 생갱준 김지수 
빠土二年 안태뱅 김총민 흥근식 

김뱅준 

1t土-年 김남회 주 건 흥윤호 
훌士修7 홈융호 박경일 고뺑H 

a土二年 강규식 권선주 김동욱， 
박희권 

톨土-후 이서영 권형민 민주흥 
갱근화 갱영민 오풍훈 
이순태 김지영 김민정 

G긴 主훌홉l1J훌1흩 

(j)총론 

.. 2월 8일 입퇴국식융 용해 1년차 김성민， 김성현， 

신동인， 이지영， 허재혁 전공의와 김팡기， 박총무， 송영 

목， 홈용호， 김종민， 김남희， 운소영， 김갱운 전임의가 

입국하였고 안태법， 성갱훈， 주 건， 갱상육， 박채연， 융 

창호 전임의와 흥융호， 박청일， 총용철， 고상배， 김남희 

전공의가 퇴국하였다 • 

.. 2월 26일 흥융호 전임의， 박청일 전공의， 고상배 

션공의가 신정과 석사학위훌 취톡했으며， 생갱준 전임 

의， 김지수 전임강사가 신정과 박사학위훌 취득하였다 . 

.. 3월 1일 이셔영， 권형민， 민주흉， 갱근화， 갱영민， 

오똥훈， 이순태， 김지영， 김민청 천공의가 신경과 석사 

과갱에 입학하였으며， 김남회 전임의， 주건 전임의， 흥 

융호 션임의가 박사괴청에 입학하였다 . 

.. 3월 8일 서율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Movement Disorder Seminar’라는 재목으로 신경과 연 
수교육이 개최되었다 . 

.. 4월 11일에셔 12일까지 무주 티훌호렐에서 대한 

신경과학회 훈계학슐대회가 열렸다 . 

.. 6월 28일 서율대병훤 A강당에서 ’어지럽중의 진단 
과 치료’라는 주채로 신경과 연수 교육이 열혔다 . 

.. 9'월 6일 임상의학연구」 챔어써 ’Recerf A뼈rx:es 

of 뼈‘or Neuron Di풍앓’라는 주찌하얘 신경과 연수 

교육이 열렸다 

..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율교육문화회판에서 

대환신경파학회 추계학슐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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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교수， 김만효 초교수가 신갱과 질환 전반에 

대하여 강의를하였다. 

또한 신청과 뱅실실습용 4학년에 대하여 1주간 교육 

담당 전공의(3년차)의 지도 아래 신경학척 진활율 습득 

하고 병실희진， 외래실습， 환자 중혜보고， 집답회 참가 

흘 홍혜 다양한 션청과 질병융 경험하였다 . 

.. 4학년 신경과학 주간 실습표 

뭘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습 
Joumal Review 

운동장애 8:00AM 
9-10AM Orientaion pf 전범석 어지럼중 pf 천법석 

pf 검지수 

Bedside 병 tea우Ch， ing 뇌출충(1) 
St:roke 

10-12AM Pf 융 우， pf 한문구 
Pf 김만효 

pf 노재규 

운동질환 
병실 

1-3PM 
EP, EMG 강의 NM Conf F 김총민 

pf 노재규 
pf 이광우 pf 이광우 보행장애 pf 천법석 

pf 박성호 

Dementia 
실습강의 1 명실 EMGIEP pf 김상융 

3-5PM pf 융뱅우， pf 융뱅우 실습 병실 및 
pf 김만효 pf 이상건 pf 이팡우 검사실실습 

수석의 
두룡 

5-6PM 김흉준MD/ 
이태규MD 

@대학원과정 

학 과 담당교수 강 죄 

뇌신경과학 이 팡 우 신정과학 
뇌신경과학 이 팡 우 신정퇴행의 유전자적 이해 
신 정 과 학 

신 경 과 학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전 법 석 

션 범 석 

신경질환의 분자론척 기초 

뇌파의 이해 

제 목 

명 

목요일 

간 철 
pf 이상건 

실습강의 2 
Pf 이상건， 
검만효 

EMU 
IEEG실습 
pf 이상건 

StrOI‘e Rαj찌 
pf 노재규 

Grand ~ωnd 
전쩨교수 

안태범 락타시스틴얘 의혜 유발된 쥐와 PC12세포에서의 세포사멸에 대한 

HSP70의 보호기전 

김총민 MPTP-파킨슨병 모렐에서 신경세포 사멸얘 관련된 유전자궁얘 대한 

cDNA microarray 연구 

홍근식 혜마정화충융 용반한 내측두엽간철 환자의 해마조칙에서 mossy fìber 
SptαJting， 총휴별 신경세포 소실 및 임상소견과의 상관관계 

김병훈 생인 꿀수 줄기세포의 신정세포 분화 유도: 성장인자， 때양기질 및 환 

화유도훌질의 역할 

음요일 토요일 

뇌졸충(rI) 전 실체습시 교험수 
pf 융병우 

병흥회진 
(과장) 

Pf 이팡우 

성습강의 3 
pf 융병우， 
이상건 

case 벌표 
pf 노재규， 
천범석 

pf 이상건， 
김만호 

기 간 

2003. 3-2003. 7 
2003. 8-2003.12 
2003. 3-2003. 7 
2003. 8-2003.12 

일 자 지도교수 

2α껴 2.26 전범석 

2α)4. 2.26 이광우 

20C에 2.26 노찌규 

2004. 2.26 이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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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
-
ι
 

논 

의 전허혈 모렐에서 f1una따ine의 신청보호 효과: BcI

νBax 및 @휴>ase-3 활성화와의 연판성. 대한뇌졸중 
학회지. 2003;5(2):172-177. 

12. 총영육， 권션주， 신용인， 논갱.Ït. 화혹 혹두엽 경씩얘 
의빼 발생하였다가 회복된 후 우촉 촉두엽 정씩에 의 

혜 다시 악화된 감각생 실어충 1혜. 대한뇌졸충학회 

지. 2003;5:217-220. 
13. 권형민， 갱상육， 흥곤식， 한문구， 주건， 윷뾰쪼. 굽성 
뇌졸충 후 빨생하는 빼령에 광한 예흑인자. 대한신경 
과학회지. 때3;21 :455-460. 

14. 강규식， 융창호， 의쏘겁. 황반앵두반정이 통반된 진행 
성 근깐대생 간철. 대한신갱과학회지. 2003;21:찌4-206. 

15. 갱상욕， 융창호， 남현우， 의쏘겁. 내측측두엽간질환자 
애셔의 천혹두엽철쩨술의 예후인자: 다변인 훈석. 대 

한신경과학회지. 2003;21:46-53. 
16. 이셔영， 흥용효， 권션주， 좌앙혹. 맥질뇌중의 형태훌 
갖는 원벌생 중추신경계 임파총. 대한신경과학회지. 

번호 운 

2003;21 :19C)-203. 
17. 이순태， 주건， 갱상욕， 청근화， 송영욕， 김만호， 논챈it. 
롤라겐 훈혜효소톨 이용한 뇌훌협 빽셔 모헬에서의신 

경학척 결손 명가률 위한 앵동검사. 대한뇌졸중학회지. 
2OO3;5:16(• 171. 

18. ~낀LM.. Kang B. Huntin웰n a짧-egates 이ssociate 

from ceU survivaJ in HSP70 overexpr얻;sing NlHl3T3 
cells. AnnuaJ Bulletin of the Bum-Suk Adacemic 

Scholarship Foundation. 2OO3;7:3a,’-317. 
19. 김성훈， 김현갱， 김안효， 으l팔쪼. 변이된 CulZn 잃per

。잉dcd퍼m뼈g톨 발혐하는 운동신경세포주에 칼슐조 

철재가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과학회지. 2003;21:521-

526. 
20. 강통화， 김안효， 한훈구， 이송훈 융병우， 논갱.Ït. 저벌 

의 전허혈 모웰에셔 f1unarizine의 신경보호 효과: 

Bcl-νBax 빛 caspase-3 활생화와의 연판성. 대한뇌졸 
중학회. 2003;5:17ι177. 

@ 국내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a 

-
ι
 1. 융수진， 이송환， 휴회진， 김만호 CADASIL로 진단된 젊 

용 혈관성 치얘 환자의 임상 정과. 대한치매학회지. 

2003;2:159-163. 
2. 융성상， 이미숙， 김만호， 이태규， 장대일， 갱정천. 

T8256<: 정상 뜰연변이톨 보인 nútochondrial intes피1aI 
야e뼈0어:lStraction with neur앵e띠c bladder중후군-새 

번호 논 
a 
I 

로운 사립쩨질환? 대한신경과학회지. 2003;21:311-314. 
3. 고현철， 박장환， 전엄석， 이상훈. 파킨슨명 흰쥐 동물모 
헬에서 빼아줄기세포 유래 및 태아충뇌 미분확신경세포 
유래 도따민 신경세포의 치료 효과. 대한신청과학회지. 

2003;21 :289-296. 

@ 해외학솔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Z 

1. 없ng K, α1U K, Kinl DE, J∞ng 5W, Lee )W, 쁘h 

파‘ %만$ 원ndrome associated with isc때마C 

stroke. A1하1 Nα1101. 2003;6O:74~749. 

2. Jeong SW, Olu K, Jung 빠-1， κm SU, Kinl M, 젠꾀n 
l얀. Human neural stem ceU transplantation promotes 
fuocω따1 recovery in rats with experimen때 intra
cerebr밍 hemo버13ge. st때<e. 2003;34:22~놓2263. 

3. Ko 5B, Kim DE, Kwon 뻐， 쁘쁘파‘ Acaseof 
multiple br퍼n infarctions associated with ErysipeJo

thrix ml파i어깅thica endocarditis. Arch Neurol. 2003; 
60:4좌436. 

4. Lee YS, Yoon BW, 쁘브.Æ‘ NonpuJsa띠e cer없밍 

pert05ion in T:싫a얘50’s arteritis. J ci N뻐roimaging. 
2003;14:169-171. 

번호 논 
E 

호
 

5. Jung ’어， Chu K, Jeong 5W, Hong YH, Park Kl, 쁘h.. 
파‘ ldiopathic nOrmaI pressure hydπlCeP뼈105 π어o 
núnanùy with prolon뽕d fever and hyαXl3tremia. 

NeuroI앵y. 2003;61:554-556. 
6. Ahn TB, 센쁘..lK A case ci cortical vein throm따is 

with the ∞며 sign. A1하1 Neurol 2003;60:1314-1316. 
7. 쁘보...ns， Chu K, Jeα18 SW, Human neUraJ st얹1 생l 

따nsplantation in experimen때 없이<e. 11후中 (0{힘aJ 

J of JSS; in꺼ted lecture). 2003;25:344-348. 
8. αlU K, Kinl M, Jeong SW, Kinl 5U, Ycx낀 BW. 

Human neUraJ Slem ceUs can migrate, differentiate, 
and integrate afler ìntravenous transplantaωn in ad내t 

rats with trarlSienl forebraïn i앙lerrlia. Neurα;cience 

J...etters. 2003;343: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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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흰자 수: 1，611명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수 며 修훌現況 

순위 병 명 입원환자수 

1 뇌혈관질환 419 
2 간질 230 
3 훈동질환 88 

4 말초신경질환 35 
5 운통신경원성질환 35 

외래진료는 륙진과 일반 그리고 일반 당일진료로 나 

뉘어 록진 외래는 노재규 교수， 이팡우 교수， 융병우 부 

교수， 천법석 부교수， 이상건 부교수， 김만호 조교수가 

주 2회 담당하였고， 특수 클리닉으로 중충근 무력중 클 

리닉 ， 보혹스 률리녁이 주 1회 열렸으며， 일반 외래는 

전임의， 4년차 및 3년차 천공의가 각각 주 1회 당당하 

였고， 일반 당일 외래는 3년차 천공의가 월요일에서 금 

요일까지 매일 담당하였다. @검사실적 

겁사건수 
%m 

*& 

챔
 
m 

뼈
 쩌
뼈
 

겁사실명 

정 근 전 도 검 사 실 

방 천 위 검 사 실 
화 검 사 실 

철 집 중 치 료 샌 터 
혈 류 검 사 실 

경 심 리 검 사 실 

신
 
유
 뇌
 
간
 뇌
 
신
 

<D 외래 흰자 수: 83，917명 

• 신환: 5，034명， 초진: 8，765명， 재진: 70，118명 



JlI특l과학교힐 • 187 

@수상 내용 

직몹 싱명 인 사 내 용 일 찌 비고 

쿄 T‘ 갱진호 젊용 연구자상수상 2003. 5 
교 수 박정찬 똥아학슐상수상 2003.10 
부 교 9‘- 갱진호 인용학슐상수상 2003.10 

부 교 수 갱진호 냐 ROCHE PQ)AY 국재 학슐상 수상 2003.10 

@학회임월활동 

직 급 성 명 내 용 일 자 

교 수 율채일 대한피후과학회 이사 1쨌.10-현재 

대한피우과학회 광의학연구위원장 1잊~. 2-2003. 2 
대한피후과학회 영문창지 연첼 위윈희 위윈장 1쨌.10-현재 
대한피우연구학회 차기 회장 2003-현재 

대한피푸과학회 홍보위윈회 위원장 2003.10-현찌 
아시아 피부과학회 이사 1993. 1-현채 

교 J1-- 용희철 대한피후과학회 이사 2000. 1-현재 
대한피￥연구학회 이사 2002. 
대한첩혹피부염 빛 피부알레르기학회 명의원 1982.10-현재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명의씬 1990. 3-현재 
Joom외 Dcnnatolc￥Y 연집위원 2000. 7-현재 
앉in Research Technol<횡Y 연집위왼 1했4.4-현재 

Ex앵!flOUS Dennatol<쩡Y 면집위원 2001. 2-현재 
교 1 ι‘- 초팡현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이사 2001.10-현재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 2001. 3-형재 
교 1 ι~ 박정찬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 2002. 4-2005. 3 

대한코스에퇴학회 심사이사 2002. 1-2002. 6 
대한코스에틱학회 이사 2002. 7-2004. 6 

교 1 ’:: 김규한 대한피부과학회 Ann Dcnnal여 부현집인 1잊~.10-2004. 9 

대한피부연구학회 간뱅이사 1999.10-현재 
대한피부과학회 간행위원 2001. 4-2005. 3 
아토피피부영 연구회 학술이사 없Xl.lO-현재 

부교수 갱진호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위원 1995. 3-1997. 2 

대한알레르기학회 학술위원 1995. 3-1혔7. 2 

대한연역학회 학슐위원 빛 간행위원 1잊:>9. 3-200]. 2 

대한노화학회 흥보이사 1999. 3-2001. 2 

대한피부파학회 전산갱보붉!위원회위원 1잊~.10-2001. 9 

대한피부과학회 교육위현회후간사 1잊>9.10-2001. 9 

대한피부과학회 영문잡지연찬위훤회위현 1잊~.10-2001. 9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상임이사 1999. 3-2001. 3 
대현피부과학회 광의학연구환파위훤희간사 1잊>9. 2-2001. 2 

대한노인병학회 명의현 1잊~. 2-2002. 2 

대한노인병학회 전문위원 1잊~. 2-2002. 2 

대한연역학회 간행위원장 2001. 1-현재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위원회후간사 2001.11-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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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J 훨휴훨況 

<D 학사과정 
αne S뼈ect l.ectl..rer 

3. 3. 피￥의 구조와 기능 융 채 일 

3. 여·부철환의 중상 및 진단 용 채 일 

5. 구진인셜철환， 피부 면역학 융 채 일 

5. 습진생 피￥질환 1 옹 회 첼 

7. 습진생 피부질환 2 용 회 철 

7. 피￥총양 조 팡 현 

10 여드용，모발 질환 서 대 현 

10 대사창얘 초 팡 현 

12 전신 철환의 피부 소견 초 광 현 
12 세균 갑엽충， 나뱅 및 피부 결핵 김 규 한 
14 수포성 질환 갱 진 호 

14 철셰조찍 질환 청 진 호 
17 레이져， 풍률기생충철환 및 율리척 인자에 의한 피￥질환 서 대 헌 

17. 두드러기，흥반및 약진 김 규 한 

19. 여i휴진균충 김 갱 얘 

19. 씩소이상충 박 경 찬 

21. 생인성 질환 및 바이러스 질환 박 정 찬 

21. 유천생 피부질환 박 경 찬 
24 피부과척 치료， 피부 외과학 문상은 

(주간실습) 

월 화 1 ’‘- 목 :C1i 토 

오전 

1. SraJf leαure 1. 학생강의 1. 중혜토의 1. 충례토의 1. DGR창석 1. 실습시험 

(8-9시); 6321 (8-9시); (용9시); (용9시); (8-9시); (8-9시); 

2. 오리앤테이션 6315;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C 강당 6321 

(9시); 용희철， 서대헌 2 충채1회의실 2총재1회의실 2. 외래실습 2. 충혜토의 

교육천공의 2. 외래실습 외래교수 외래교수 (9-12시) (9-10시); 

3. 외래실습 (9- 12시); 2. 외래실습 2. 외래실습 용희철，조팡혐 6321; 조광현 

(9-12시); 용희철， 갱진호， (9-12시) (9-12시) 3. 외래실습 

융찌일， 권오상， 죠광현，박정찬 융계일， 김규한 (1ι12시); 

권오상{소아) 김규한(소아) 문상온 서대현(소아) 권오상 

외부병훨실습 외부병훤실습 외부뱅씬실슐 외부병현실습 

(9- 18시) (9-18시) (9-18시) (9-18시) 



@전공의수련 

15명의 전공의는 각기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률 시행하였다. 4년차 전용의는 2주간 

연세대학교 피부파얘셔 따견 근무률 함으로써 보다 폭 

넓용 수련의 기회톨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차 

천공의는 본원 성형외과에서 1개월의 파견 근무를 하여 

• 천공의 교육일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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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슐 수기률 익혀는 기회톨 가졌다. 주간 교육 프로그 

웹으로는 Iφic review, 빼αom없ing， 교과서 강독， 최 

신 잡지 강독， 초직뱅리 회의 및 세미나 풍의 훤내 교 

육이 있었고， 각종 학회에 창석하는 왼외 교육의 기회 

도가졌다. 

월 화 1 J “- s-「a ë그1 토 

8:00 
topJC revJew or Histopathol앵Y Journal Textbook DGR 
staff lecture confer앤lCe meering Readíng 

8:45 과 장 회 진 

9:00 륙 진 및 일 반 외 래 

(클라닉) (클리벅) (률리억) 외 래 외 래 

Contaa 피부파쳐치 Contaa (클리덕) (흘리덕) 

}3:30 
레이저 냉동요법 모방 Contaa 
여드홈 아토피(소아) 여드륨 해이저 

수포질환 빽납(소아) 

혜이저 

16:00 
Hist어l3tho!앵Y 

Mecω19 

rn 흙究홉ti훌I훌 

G]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김수찬， 안규충， 한송경， 김진우， 성경채， 계영철， 김낙 

인， 초광현， 김광충， 윤찌일. 피부 외용째에 의한 부작 
용 사례연구. 대현피부과학회지 뼈'3;41:11용1135 

2. 융찌일. 대한피￥과학회: 역할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찌 

들. 대한피부과학회지 2003;41 :40')-415 
3. Park jY, Rim )H, Choi YB, Youn )1. Comparison of 

caldpotri이 mαlOtherapy and a comblnation of 
caldpotriol and methylprednisolone ac영α13te th없py 

ín psorias색 pat.ients. Ann외s of Dennatol앵y 2003; 
15:60-녁63 

4. 강송주， 한지현， 권오상， 응희철， 갱진호， 융채일. 
HaCaT 세포얘서 자외선얘 의한 Apoptos닙얘 미치는 
Epi용llocate하1ín.3뺑Jlate (EGCG)의 영향. 대한피부연 

구학회지 2003;9:191-198 
5. 조팡현，이미정，죠생진，김규환，박경찬，용희철，청진 
호 광노화에 따혼 피부의 조직학척 변화. 대한피부과 

번호 논 무
 
-

학회지 2003;41:π4-7ω 

6. 원종현，이세라，한지현，유재학，정진호，조팡현，은회 
챙， 김규한. 인체 모냥에셔 성장주기에 따륜 세포고사 

와 판련된 지표률의 벌혐양상. 대한피부연구학회지 

2003;10:58-65 
7. 전송호， 이정민， 용간우， 뼈도명， 유종엽， 온회철. 폴리 
프로훨렌 공갱의 첨가째와 칙업생 피부영향.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3;15:252-260 
8. 용희철， 이주흉， 유희준， 이준영， 안규중， 김명냥， 김용 

건. 의학 용어집 제4판과 피부과 용어의 변천. 대한피 

부과학회지 2003;41:앗J9-99O 

9. 유동기， 조광현. Dapsone으로 치료한 안연 파총상 속 
립성 루푸스 3얘. 대한피후과학회지 2003;41:814-817 

10. 권인효， 유종엽， 이총회， 조팡현. 신생아 흥반성 쭈푸스 

2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003;41 :956-959 
11. 냥e DY, oto 빠i. or용noty찌c culrure of t.he k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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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g 
I o 

tr 논
 

4. 으쁘많J렌， 뼈n jH, Hwang EJ, seo JY, 핀으쁘， 
짝딱흐건， 갚보뜨J!，~브뜨쉰~. Dual mecbanisms ci 
green tea extract (EGα:;)-뼈uα영 ceU 잃rvi얘1 in 
human epi~πmal keraωlOC)'tes. FASEB J 2003;17: 
1913-1915 Impact factor-7.252 

5. Rim jH, 센뜨E쪽， Otang MS, Kím JA. M없static 

hepatocelluJar ca띠noma 아 gin밍va mimicking pyo
용nicgran띠oma. J Am Acad 다?rmatol. 2f.χ13; 49: 

342-343 Impact faα。r-2.421

6. 턴딛ι도젠， seo KI , Park JY, 마n JG, ~브암검ι， 월괴& 
KC. A ranφmized ， φuble-b피ld， placebo-∞ntrOlled 

띠외 of vitamin C iontophoresis ín melasma. Der

maco/.앵l .za겠:206:316-320 Impact factor-O.973 
7. Kím 05, Hw하용 양， Lee JE, 찌m SY, Kwon SB, 
월쁘효~. 없띠1905ine-l헤g뼈le dccreases 뼈때피 
syruhesis via 잃없ined 타k activatioo and suhse

queru MITF degradation. J 어~ sd 2003;116:.1699-
l까~ln￥l3ct faαor=i.362 

8. Kinl 05, Hwang ES lee jE, Kinl SY, 월쁘 KC. 

Sp따19O5ine-l-phosphate promotes mouse melano
cyte survi앙I via 당k and Akt activation. α'U SignaJ 

2OO3;15:.919-926Impact factor- l.290 
9. 쁘쁘&.l건. Clinical m뻐ifestation 삐d cause of s에n 

aging 띠 Asians. Keio J Med. 2f.ψ13;52:54-55 

10. Jeon SE, Kwon SC, park KA, Lee 버， Park MS, l.ee 

jH, 엎뿌짝‘ αetary supplementa뼈1 of cat，때띠 
prαects a용inst lNB induced skin damage by 
mod버a따Ig antioxiφnt enzyme activities. phα'00er

macol pbαoimmunol PhocOIlX녕t 2003;19:.235-241 
Impaα factor= 1. 290 

11. 띤브요센， Han JH，.f쁘삭효드， 닫만쉰으. Application of 
m 씨tro monolayer and three깅ìmensiona1 cuJrure 
sy앙ems to evaluate the 비itancy ci αlISmetiC coo
stituents. Exog Dermalol 2(.η'3;2:41-48 lmpact factor-
1.290 

12. Y와파J!. park JY. 010 SJ, Rim jH, OlOi YB. 
Assessment ci the usefulness ci 짜in 어10(<자pe 뼈 

skin coIor as the parameter of αtaneo‘JS na11'O'iν 

band lNB sensiti꺼ty in psoriasis pa.tients. Phασ 

dcmullol Phof，α'm.munol Phorolned 2003;19:.261-264 
Impact factor-l.290 

13. Kwon 05, Hwang 티， Park HE"'y쁘n.J!， 탤쁘&펴. 
S어)()πheic keratosis in the Korean males caUS3tive 
role ci s뼈i빼. Pha，α휠maroJ Phocoinununo/ P~ 

tomed 2003;19:. 경-8J Impact factα-1.290 

14. 1훌 YS, Kim SJ, 이1 JK._엎쁘LI젠」표쁘쉰~. 
Cutaneous Mì。여녀lysis of U꺼c Aåd Level in 빠 

번호 논
 

Dermis: M여illcation of In vitrO Recovery. Act3 

α~I vcδg뻐'2(.χ13;83:1α13 Impact factor-l .S80 
15. Kang SW, 댄브많펴， l.ee jH, Fisher GJ, Wan YS, 

DueU EA, Vo<야leCS D. Topical N-Acetyl Cyste따ear녕 
Genistein prevem lAtaviolet-U뺑-lr뼈x:ed Sigr때ing 

Tha< Leads to Phα∞ging in Human Skin in 까vo. J 
lnvesr DermaIa 2003;1ιæ:æ5-841 IIT함lCt factor-3.746 

16. 댄쁘&...J센. Phα@행ng in 싫ians. Phocodermarol 
Photoinummol Photomed 2003;19:.1α).121 lnlpact 
factor-l.290 

17. Youn α， Kwon 05, Won CH, Hwang 티， Park BJ, 
쁘뜨건으， 앨쁘&.J!:!. ElJect of pre맑ancy and M히1-

。pause on Fadal W띠*파18 in Women. Act3 Derm 
Venereol 2(.끼03;83:1~ lnlpact factor-l.~ 

18. 댄쁘g_j겐， Hanft VN, Kang S. Aging 와d 때10(0-

aging. J Am Acad DetmaLoI. 2003;49:. 690-697 1m쩍d 
factor-2.421 

19. seo PG, Choi WW, 막쁘&뀔‘ 빠nphigus in Korea: 
Oinical Mar피않a디。ns and Treatment prα0001. J 
Dem13tol. 2003;30:. 꼈'2-갖8 

20. Lcc DY, l.ee JH, l.ee ES, 핀오」쁘J Yang JM. 
Fib뼈)last play a stinl띠atory roIe ln keratinocyte 
proliferation but an inhibitory role in melanocyte 
growth and pigmentatioo in a s때n 여ui얘Jent 양stem 

from skin type !V. Arch Dcnnacol Res. 2003;294:. 
444-446 Impact factor-l.452 

21. Park JY, l.ee HS, 딛브효건. Cutaneous metaStaSis to 
the scaJp from 찍따mous celJ caπ100ma 0( the 

cervix. Qin Eψ DermatoJ. 2f.η'3;28:28-30 Impact 
factor- l.265 

22. Lcc jH, Lee HS, ~브뜨펴드， 으ho 앨1‘ Succes“l 
Iπ:at.ment of dandruff wíth 1.5% dclopirox olamine 
S따mpoo in Korea. J DennatoJ TI없r 2003;14:212-5. 
Impact factor-O.307 

23. 흐파쉰~， Nam CJ. Alternative metl뼈s for evaluating 
찌<in 따itation using three깅ìmensionaJ αlrures. Exog 
α'!tTTl3tol 2003;2:1-5. Impact faαor-l.290 

24. S매n JH, Sung jH, Park SJ, Kinl JA, lee 꺼， Lee DY, 
l.ee ES, Yang JM. Species identification and strain 

diffrentiation 아 dennatophyte fun.멍 따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cation and restrìction 힌lZyme 

analysís. J Am Acad D히113rol 2OO3;48:857~5 Impact 
factor-2.421 

25. Rim JH, park JY, αlOe YB, r으팍l!.. πle elflC3cy of 
calciπxriol 엄dtretin αl!lbination therapy for psαiasis. 
Am J Qin Dermacol 2003;4:507-510. 

26. 칩m TG, Pyo CW, Hur SS, Kím YK, Hwar핑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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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Ortho뻗dic Surgeη) 

EII 훨훌톨홈I 

主 e ti 뺏 f* ~앗 훌t:IJWOO).7.15-현찌) 
f* ~훗 金永훌(때3. 2.갱정년퇴임) 

tII文i￥ ~相哲 총R훌훌 

李훌훌 

IIJ 敎 훌 ’l훌I톨 金!!R훌 B具鉉
李jt햄 1ft兌Jt

助 f* N 金꾀I洙 5톨JIl淳 빼PðI俊 

聊正빼 

.任홈뼈 李尙Ib

名톨tx훌 3￥￠훌톨 좋iI九 石世

슐永Jl 

.ff햄빼 *i!J훌 졸훌I三 章宗tê
m~훌훌 후홉~tlJ， ￥l훌4홈 

찢民. 白_IJË.

챔qtxN m홉fü 훌照. 술훌宇 

3￥*후찢 훌훌펌-

얘찌빼ft~ 훌f훌t， ~iE龍 金흉. 

尹홉九 安훌完 윷*펌삐￠ 

朴•• T民쳤 
m찌ØJft~ 후水찌 충&BJJ 후흉天 

쇼.bt- 許民康 金 洋

Jt훌!톨 Jl~력훌 쩍Ii*益 

李在澈

뼈찌*κ •• 홈圭天 
훌 攻 홈 四 ~ 次 金世. ~f훗. 朴~훗 

CD 인사 사항 
직 급 

“「 τ /‘-

朴후泳 柳在§훌 李相林

후f혀Ib 

三 年 次 孔홉~ ~Jl'훨 ~~훌t즙 
金J忠i효 南光~ 朴루뽀 

뿔.홈 

二 ~ 次 金m來 술홈흉 흩혔4용 

尹폼~ ￥京f훌 李f훗g￥ 

성 명 

김영민 갱년퇴임 

{힐fSI;흉 

-~ 次 ~.뼈 후뼈훌 金炳찾 

술를民 m在i양 슐훌홉 

e，훌. 李昇4훌 申•• 

i훌 •• 朴*tt 솔J!ii 朴;!홈 
ì'!톨앉~. 후明월 丁릎훌 훌.tfj} 

뻐好 .. 申JIt美

E낀 主훌한홉ltI훌11 

서율대학교 갱형외과는 손 및 상지， 슬관절， 소아청 

형외과， 종양， 척추 그리고 고환철의 6개 분야로 세분 

되며， 각 훈야별로 천문척인 진료 및 연구훌 시행하고 

있다. 손 및 상지는 풍 부위의 외상과 질환 및 션천성 

기형과 미세수슐， 슐관철온 슐관철 외상 및 질환， 소아 

정형외과는 쇼:O~ 외상과 철환 및 변형과 쇼:O~기형 ， 종 

양은 골연부 총양， 척추는 척추 외상과 질환 및 기형， 

고판절옹 고판절의 외상과 질환 및 변형율 치료하고 었 

다. 이외에도 혈류검사실， 인체동작분석실， 인대검사실， 

골 용행 둥융 직접 판장 운영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 

고 있다. 또한 8개 천공용야별 혹수클리늬(유전질환， 

골종양， 손외파， 척추， 사지기형， 마비， 고판절 및 솔판 

절 클리닉)융 운영하여 더육 전문척인 진료훌 제공하고 

있다. 2003년 한 해 5만여명의 외래환자 진료와 2천여 

건의 수슐율 실시하였으며， 각종 se찌na.r와 학술집담회 

둥을 시행하였다. 아율러 활방한 연구활동율 통하여 34 
의 논문융 국내 학숲지얘， 26의 논문융 국외학술지에 

게채하였고， 박사학위자 4명과 석사학위자 4명율 배출 

하여 전푼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인 사 내 용 잃 자 

2003. 2 
교 수 생상철 훈당서울대학교병원 근무， 진료부분 갱형외과 겸무 2003. 3 

진료부분청형외과겸무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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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강의 
2003 갱형외과 3학년 강의 시간표 

일시 쩨 목 강사 

1) 3월 15일 (토) 셔론 최인호 

2) 3월 22일 (토) 전신적 질환 조태준 

3) 3월 29일 (토) 션천성 및 발달생 질환 최인호 

4)4월 1 2얼 (토) 감영성 질환 강숭빽 

5)4월 19일 (토) 신경 근육생 질환 갱진엽 

6)4월 26일 (토) 만성판절염 이명철 

7) 5월 3일 (토) 종양 이상 훈 

8) 5월 10일 (토) 상지 질환 갱문상 

9) 5월 17일 (토) 청부 및 척추 질환 이훈기 

10) 5월 24일 (토) 고광절질환 김회중 

11)5월 31일 (토) 슐관절 질환 이명철 

12) 6월 7일 (토) 촉근및촉근질환 김한수 

13) 6월 14일 (토) 견갑부 및 상완골 외상 장용순 

14) 6월 21일 (토) 전싼부， 손목 및 수부 외상 액구현 

15) 6월 28일 (토) 척추외상 이지효 

16) 7월 5일 (토) 골반， 고관절부 및 대퇴부 외상 구갱회 

17) 7월 12일 (토) 슐판절 및 하퇴부외상 성상철 

18) 7월 14일 (월) 족관절부 및 족부 외상 융강성 

(오전 10시-10시 %훌) 

19) 7월 14일 (월) 소아외상 정진엽 

(오전: 11시-11시 %훈) 

’ 학생 실습 (찌l주) 학생실습 계획표 

월 화 1 /‘- 록 ë그1 

9:00 
그홉토의 그률토의 그홈토의 그홉토의 

풀격채 구조와 기능 슬판젤검사 척추변형 고관절질환 

조태준 이명철 이훈기 김회중 

(쇼3아 4충회의실) (8321호) (8321호) (8321호) 

10:30 
병상교육 병상교육 병상교육 병상교육 

쇄외상 술관절 외상 척추질환 인공관절 

조태준 이명철 이훈기 김회중 

(살} 동4병동) (42명동) (44병풍) (42병동) 

12:00 
점 

13:00 
싱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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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 T /‘· 목 

하지외상 
병상교육 
철의용당 

김한수 

박건영，안병환 
(41명흥) 

병설 실습， X-'션 판톡， 외래 실습， 자융 학습 
15:00 이우천， 이수용 

명 가 
: 갱품상， 최인호， 이상훈， 이훈기， 

이충명，이찌앤 
(구두시험) 

김회충， 빽구현， 이명철， 조태훈， 

김 양， 황규천 
천교수 

김현수， 장용송， 유갱준， 유원준， 

(8321효) 
(8321호) 

이상훈(6) ， 성상철， 갱진엽， 구갱회， 

16:3<) 
영진섭， 김태균， 오주한， 융강성， 

뱅상교육 갱형외과 
이지호，강송빽 

X건 집답회 
교육당당천공의 천교수 

17:00 
(8321호) (832 1호) 

@대학원교육 

’ 박사 

성 영 

유갱준 

초현철 

요주현 

검진효 

· 석사 

성 명 

하쟁현 
이상훈 

권용철 
서생육 

논 운 제 목 

생인 꿀수에서 채취한 간엽 줄기 세포의 연골화 분화 과갱에서 션때 
척 스플라이스펀 제2형 프로콜라첸의 발현 양상 

가토톨 이용환 실험척 몰관철영 발생얘서 어l)'droepioor뼈'Qilerαr의 

효과분석 
몰육총에셔 Cydin-Dependent Kinase lnhibitor 2A 유전자의 메달화 
및 염기서열 변화의 의의 
연공 추훌률이 휴마토이드 활액박 세포에 미치는 영향 

논 문 채 목 

한국인 쇼와외 골연력의 따흔 하지몰 총적 성장 
Modulation CI lhe 010떠πx싸c Pbeo<xype and lhe Int맹m 

당pression CI 뻐ichor뼈ial αlIs in πtree-Dimensional AI밍nale 

CullUre 
근육내 신경초총 

플고갱용 티타늄 나사의 풀립 회천력 저하률 위한 국소척 가혈경직 
생 연마비에셔의 영천 변형과 보행 양상 

일 자 

2003. 2. 

2003. 2. 

2003. 2. 

2003. 2. 

일 자 

2003. 2. 
2α>3. 2. 

2003. 2. 
2003. 8. 

:t 1i 

지도교수 

김영민 

성상철 

이상훈 

김영민 

지도교수 

최인효 

생상철 

이훈기 
김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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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운 

숲， 의출긴. 가토 외고갱 모헬융 이용한 치밑책형 세 
라믹스의 몰철합기능 명가. 대한갱형외과연구학회쳐 
2003 6(2):151-162 

11. 오주한， 의쏘표， 셔성욱， 조환성， 김준혁， 김지온， 좌화 
순. 골육총에서 야마n뿔pendent 뼈se 바libitor 2A 

유전자의 메훨화와 연관성.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 
38~θ:631용40 

12. 청진영， 으l쏘훌， 좌할순， 강용구， 김형석. 물육총애에 
PTEN의 발현양상.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3 38(6): 
641-645 

13. 오주한， 으l쏘훌， 셔성욱， 이호규， 좌화iE 악성 콜 총양 
의 초기 증상. 대한팔판철총양학회지 2003 9(1):18-23 

14. 문상호， 으l쏘훌， 좌휠숭， 권진우， 김청호， 갱태육， 류태 
욱， 이현순， 황갱수， 이한구. 폴육총에서 유도형 산화 
질소합생효소의 항현 및 예휴와의 연환생. 대한갱형외 

과학회지 뼈3 38(1):39-46 
15. 김세훈， 좌할숫， 으l쏘훌， 조환성. 꿀반팔의 악성 골총 

양의 재건슐에서 셰외 열처리롤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슐 빛 인공 판절 치환슐융 시행한 3혜 보고. 대한 
골관철종양학회지 2003 잊1):115-123 

16. 깊멸밍， 좌훨효， 유기행， 임수택， 효컬출， 총원석， 하갱 
현， 고똥오， 구기형. 비구개 강화 환융 이용한 비구 찌 

치환술의 철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3 38(3):233-
238 

17. 효컬효， 송원석， 좌멸밀， 좌휠효. 무시땐트 비구 컵의 
내촉 전위와 연팔하 꼴의 째거가 비구컵의 고정에 미 

치는 영향.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 38(3):267-낀2 
18. 김진호， 효갱효， 김태균， 송원석， 좌휩효， 좌멸밑. 연몰 

추충훌이 류마토이드 활액막 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 

한청형외과연구학회지 2003 6(1):π앓 
19. 남우통， 효갱효， 송원석， 김태균， 의뭘혈， 쏘쏘철， 좌회 

효， 최귀훨， 김대익， 나수융. 국소 후여한 TGF-ßl에 
의한 생숙 빽서 슬개건의 건 비대 효파. 대한청형외과 

연구학희지 2003 6(1):24-34 
20. 죠효효， 풍창배， 고동요 좌훨효， 좌월밑. 일차생 무시 

땐트 인공 고판철 전치환슐시 골괴 이식융 이용한 비 

구결손의 재건.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 38(4):361-
365 

21. 송훤석， 율컬효， 구청회， 좌훨효， 좌멸밍. 알루미냐알 
루미나 인공 고관절 션치환슐시 힘돈 갱륙에 따른 두 

번호 논
 

I 
I 

가지 위험생. 대한정형외과학회져 2003 38(5):461-465 
22. 효갱효， 좌멸밍， 총원석， 좌휠효. 금속 강선으로 고정되 
는 훌리에틸헨 삽입물의 훌완전삽입으로 야기된 삽입 

률의 과도한 마모 -충혜보고-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 38(5):535-538 
23. 서성욱， 효컬숲， 좌횡줄. 국소적인 가옐 후 금속나사 

의 풍렴 회전력 변화.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2003 
6(2): 163-169 

24. 훨쏘철， 박융근， 김총현， 의옆캘. 슬관철 전치환슐의 10 

년 이상 장기 추시 절과. 빼슬관철학회지 뼈3 
15(1):10-16 

25. 훨켈， 의뾰， 으l짧， 조현철， 박윤근. 재}대퇴A}-두 
건융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대한판철청학회지 
2003 7(1):14-19 

26. 안현청， 김윤미， 갱미현， 조현철， 이인법， 훨쏘켈， 와멸 
훨. 연골외막세포가 포함된 M망13te tx경ds훌 이용환 
토끼얘서의 콜연콜철손 치료. 대현정형외과연구학회지 
2003 6(2):22웃231 

27. 박갱선， 공창배， 김충혐， 안현갱， 정미현， 쏘효훨， 화휠 
효， 초현철， 으l쏘훌， 의멸캘.Al밍nate 빼양내얘셔 
Ir:lJlS빙utar따녀g가 연꿀악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갱 

형외과연구학회지 2003 6(2):1\)6.204 
28. 갱죄영， 이호규， 훨외혹， 족댐효， 효월줍. 연마비성 뇌 

성 마비에서의 하지 부풍 : 유병률 및 3차원척 보행 분 
석. 대한갱형외과학희지 2003 38(1):4τ53 

29. 효훨효， 휠와훌， 겼죄업， 족탠줍， 이차회. 가토 연골막 
세포의 연골화 분화에 있어서 Alginate•Fi brin Bead 빼 
양법의 유용성. 대한갱형외과연구학회지 2003 6(1):1-6 

30. 출댐효， 김민범， 휠잎효， 효짚업， 율월출， 의효깅. 유전 
생 및 대사성 골 질환예 대한 갱형외과적 치료. 대한정 
형외과학회지 2003 38(4):378-383 

31. 출돼효， 박문석， 최와홍， 효짚업， 효월효. 물형성 부전 
중 소아 환자얘 대한 주기척 화미드로내이트 갱주 요 
법의 치료 효과. 대한갱형외과학회지 2003 38(7):741-
747 

32. Ha JH, Choi 객， 으쁘므&요， 으쁘끄， Jung ST', Lee 

HS, Park SS, Lee HY, 이1 011, Kim 10. Dis찌bulion 
。f lengths of the normaJ femur and libia in Kor없n 

αlildren frαn three 10 sixteen years c:i age. J 
Kor없n Med sci 2003 18:71 5-721 

@ 국내학술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명진철， 쟁준기， 갱환청， 유재호， 강원준， 소영， 이홍수， 

이명철， 최쏘훨， 와멸월. 안생 무릎판철 용충환자애서 

번호 논 문 

내혹 반월상연골 손상과 판절 퇴행성 변화의 감별융 위 
한 99mTC-MDP 무훌광철 SPE(π의 진단기준. 대한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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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κh J, Bames GL, Graves DT, 티따lOIll TA. 
Impaired fraαure bea피18 in the absence ci TNF

외pha signa파18: the role ci TNP-alpha in 히ldo

chondral ca띠lage resorptlon. J Bone Miner Res 2003 
18(9):1댔4-92 

24. αlCOn JE, 짜m 10, 때m 딩， 때m WS, Y.요잭~， 댄의
쁘， Veon KM. lmaging fmdings after fat graft 
in.terπ)5Ítion in an i띠ured growth plate: an exper
imen때 study in ra야its. InvCSl Radiol 2003 38(11): 

695-703 
25. Song KS, 으뇨와」건， s뼈1 η， S비n HD, 냐e HS. 

HabituaI Dislocation of the Hip in cl띠dren: Reporr 
。f Seven Addiω딩J cases and üterature Re씨ew. ) 
Pediatr orth따빼 2003 경(2):17용183 

26. )S Y없n， 쁘묘쁘&， 잭용， YH Kim, NK κm， JB 
냐e. Evaluation of 뼈iclescrew 뼈ition on com
puterized tomography 었ns. ) Neurosurg(Spíne 1) 

2003 98:104-109 

논 번호 

truaioo 냉r핑 Q.I뼈iceps Terxlon Autograft. Arthrc융 

copy 2003 
20. Lee JE, Kim KE, Kwon IC, 따m 버， 엎E효젠， )0 H, 

E핀-최1. 얄띤&파으， 얀용꾀으. 타fecrs of . the 
∞ntroUed-released TGF- a 1 from cllìtosan mìcro

spheres on chondrocytes cultu.red ín a ∞Ua흙n/ 

chitcsml빼soaminc챙ycan scalfold. 없OIlllIer때s m3 

21. 닫빡객， Kim )1, 얀~， 탤쁘&요， 약브끄. 
lIizarov treatment for 여uinoplanovalgus fOOl de
fon피ty caused by melOfheostosis. Clin orthop 2003 
414:징용41 

22. ι쁘끄， Lehmann W, Edgar C, Sadeghi C, Hω A, 
잠바l()(TI T A, Gerstenf잉d LC. Tumor necrosis factα 

alpha activation 아 the apoptotic cascade in murine 
a떠αIar chondrocytes is associatcd with the ín
duction of merattφl'Oleinases and s야에ìc proresor
ptive factors. Arth끼tis Rheum 2003 48(1이:2845- 54 

23. Gerstenfeld LC, 댄으끄， Kon T, 찌zawa T, Tsay A, 

-
-
ι
 

논
 

번호 

@단행본 

비고 훌판사 자 저 서적영 

최신외학사 

대한갱형외과학회 
백구현 (공저) 
석셰일 외 

임상미세수슐학 
필수정형외과학 

며 修홈現況 

52，696명 

7，064명， 찌 진: 

<D 외래환자: 
, 신 환: 45，632명 

@ 입원환자: 32，184명 

• 병명별 상위 7대 질환자수{본원) 

흰자수 

483 
244 
경7 

233 
222 

217 
175 

영 

훌 및 판철 연부， 연부조혀총양 

고관철 무혈 괴사， 고판절충 

퇴행생 척추질환 

슐내장 

꿀및 관절 
슐판절충 
내부 보형장치， 상업률 빛 이식연의 합병충 

병 순위 
1‘ 
‘‘ 
,3 

‘“
1 

cJ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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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괴 훨훌를名월 

主 任 훌k 授 훌k 홉 ~흉Jt 

tì ~를 lIit~ ~Jmll 安 i훌 
1ít~1:l 食元Þf! 1훌훌行 

홈’ 훨 授 企起. 李正컸l 훌~iIJ 

M 훌t 홉 ~‘~. 훌훌k桓 ~t훌훌 
~~" ’l 託 톨 1ft1\:;훌 

名률훌授 ~‘11:l ~<<폼 
.任훌椰 t~~양홉 .r，훌i훌 洪훌훌 

金.~ 빼’元흙 
外來敎授 슐允~ Iít.￥t효 1ft在

外훌g뿔11 총훗S홉 朴톨洋 

外來助t톨 eìltl효 朴월9훌 

外來홈흩~ t~Ðl. 쭈홉 훌 金埈~
• 攻 u 며 年 次 쇼{훗월 朴JÇ~ 李셨周 

三 年 次 .. 빼혔 흩i양泳 

二 年 次 n.tf’I ~l콕뼈 金훌톰 
-~ 次 훌*8 •• 훌天 훌훌훌 

~H받. 

大 l톨 院 1t土修J ~.\t~ Ik홉~õ￥ •• 
빠土二年 훌￠톨 朴홉俊 랬홉iì 

李海훌 

t훌土-年 φ뻐澈 {월후홉 

빠土tJJ 金후컸l 食弘官 李 哲
~fti. 崔뼈洙 

빠土二年 食양洙 金{훌星 朴天흉 
후在훌 

훌土-年 술흠뼈 金.~ 짧志j훌 

흩i좀ÌiIt 

ttifia 白~，훌 文f홈柱 金大中
훌훌珍 金起1:l 찢t!를 
후先흩 金훌훌 

全홉훌11빼 尹￥￥熙 金~!효 金용R 
옳쳤恩 *~g톨 충*'훌 
윷恩훗 옳良南 全宗없 

林s. 훌맨‘姬 íÌ~1를 
홈Pß1:l .홉1ß 

別 솔 l흩 술~子 

훌톨홉훌I IítJ흩빼 홈ti珠 훌順it 

슐~re 

E김 主훌홉Ib훌項 

CD 총론 

본 교실의 2003년도는 진료， 교육 및 연구면에서 많 

용 방전과 성취가 있었던 한 해였다. 

연구활동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각 교수률의 임상 

연구 외에도 학슐진흥재단 서율대학교 및 장기이식연 

구소에서 지원하는 연구벼 수혜에 의환 기초연구들이 

진행되었다. 5월 30일-31일 채2차 관상동맥외과연구회 

혁슐심포지융율 부산혜운대 한회론도에셔 성인심장외 

과 주최로 관상동맥우회술의 최신지견이란 주째로 심포 

지용융 개최하였으며 또한 11월 29일(토) 임상의학연구 

소 대강당에서 제5차 Annu외 Symposium 2003 u며ate 

in Coronary AJtery Surgery률 개최하였다. 

또한 2003년 본 교실의 가장 큰 성과충의 하나는 바 

로 분당서옳대학교병원의 개원이다. 5년 이상의 준비 

끝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통 불곡산 자락애 900병상 규 

모의 새로운 병훤융 탄생시킨 것이다. 5월 10일 정식 

개원한 폼당서울대학교병원은 l oo>Æl 최청단 디지털 병 

훤의 모토아래 21세기 초일류병원율 향한 힘찬 발걸음 

용 내디였고 본 교실의 척극적인 지원에 힘업어 강l정 

확단계에셔 큰 운채 없이 알창 성장융 이루고 있다. 

분당서율대학교병현애서는 8월 2H4일 하나옹행 연 

수원얘서 초급 전문의 및 전공의훌 주 대상으로 제 1 

회 률곡흉부세미냐를 개최하였다. 

@인사사항 

직급 이를 일자 인사사항 

기금조교수 김영태 2α>3. 2. 1. 기금조교수 발령 
촉탁의사칙 초충행 2003. 7. 1 교발수령대우촉학의 

임상부교수 전상훈 2003. 3. 1 임상후교수발령 
임상조교수 엄 청 2003. 3. 1 임상초교수발령 



E김 훨홉現況 

<D 학사과정 
의학파 2학년 용합교육용 심장학애 3시간， 호홉기학 

에 2시간씩의 강의가 있었다. 의학파 4학년 강의는 19 

시간으로 각 교수별로 천공훈야에 따라 기본척인 중요 

한 부분융 주로 강의하였다. 의학과 4학년의 실습교육 

은 1주간에 걸쳐 강의 및 실습으로 되어 있으며， 집중 

적인 실습이 가놓하도혹 1개 그홉융 2-3명씩 소그룹으 

@ 대학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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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 본원 각 분야 및 외해교수가 있는 병원으로 

파견 보내어 실습교육율 시쳤다. 륙히 실습교육시 학생 

각자얘재 배당된 환자의 수슐얘 칙접 참여하도록 하여 

환자에 대현 수슐실 견학이 실채로 이루어지도륙 하였 

으며， 병실얘서 충혜 중심으로 토의하여 환자얘게 접근 

하는 실제척인 교육훌 하였다. 또한 채주의대 본과 3학 

년 l학기 강의률 16시간 지훤하였다. 새로 개원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도 실습학생들융 파견하여 다양한 경 

험을 학습하게 하였다. 

”
-
-
키
시
 
키
”
 

학
-
백
 책 

개셜강좌 

심혈관계 환자의 슐후관리법 

성장이식수술의 연구 

교 육 내 용 

심혈관수술후 혈역학척 안갱융 위한 충환자판리 
척절한 공여심장척출 및 장기생존용 위한 이식슐후 연역억제치료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1:. I CEi 쩨 S-1I 일 자 지도교수 

이원용 세포톨 제거한 이총 심장 판막 이식면율 사용한 초직 공학 성장 판막청의 생 2003. 2 김훤곤 

쩨척합생에 대한 연구 

이창하 토끼를 이용한 척수 허혈 손상 모렐에서 새로운 촬륭채널활성체 KR-31378의 2004. 2 김용진 

혀수보호효과 
허재학 우성실 유출로에 이식한 무세포화 이종 폐풍액 판막도관의 생쳐l 척합성 및 2004. 2 김용진 

조칙병리학척 변화양상애 대한 연구 

• 석 사 
성명 | 논 운 채 목 l 일자 | 지돼수 

조 현 민 | 채2，3，4 흉부교감신경철 교용가지의 해부학적 변이얘 대한 연구 I 2003. 2 I 성 숙 환 
문 현 총 | 생용환빼성 고분자 지지체률 이용현 재} 심근세포 이식슐 I 2003. 2 I 김 용 진 
최 용 수 l 조기 버소세포예앙에서의 E-cadherin과 야ta-catenin의 발현 I 2003. 2 I 김 영 태 
장 우 익 | 심예바이때스없이 시행훌}는 관상똥맥우회술 후 혈액용고 기놓항진에 관한 I 2003. 2 I 김 기 용 

연구 
김 형 혈 l 빼선뼈서의 CD44, pS3, KAll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I 2뼈. 2 I 생 숙 환 
최 찌 성 | 가습화한 고유량의 이산화탄소 가스 룡기가 관상동맥 내피세포충에 미치는 I 2003. 2 I 김 기 용 

영향 
이 찌 익 | 조칙공학융 이용한 창-연골 복합 이식환 재벨 기초연구 I 2004. 2 I 성 숙 환 
엉 흥 국 | 활로써 사정충 교갱슐후 빼용맥판막 폐쇄부전이 우심실 확장에 끼치는 영향 | 뻐4. 2 I 안 혁 

에 대한 임상척 고활 
이 재 용 | 한국인 갱상 생인의 하대갱맥 크기의 측쟁을 흉한 심외도광 폰한수슐얘셔의 I 2뼈. 2 I 성 숙 환 

도광 크기의 혀갱생에 판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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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
-
ι
 

16. Lee一댄，Kim IS. 야e C. Han KN. Chanll 1M. 
suα$얘.aJ Treatmenl c{ Left Atri외 A띠t비ar Absα!SS. 

Joumal of Korean M어icaJ Science 2003;18(기:얘1-

뼈3 

17. 전상훈， 이섭， 이총훈， 손복정 , 조공래， 갱진용， 초생 
경， 김용일， 이영만， 초충앵. 흰쥐의 분리 예장 관류 

모웰에서 Nitr앵lycerin의 혜장 보폰 효과. 대현홈부외 

과학회지 2003;36(12);없4-903. 

18. 박기생， 고우성， 권오훈， 이성， 김종기， 션상훈. 식도암 

번효 논 문 

수슐 후 흉팍 내 위장얘서 방생한 훤발성 위압에 대한 

팡역동 치료. 대한흉부외과학회지 2003;36(10);'794-7. 
19. 노운석， 김유갱， 천상훈. 김시요 실험견에서 prosta야마n 
예혈관 이완반용에 미치는 Propofol의 효과. 대한마취 

흉중학회지 2003;45(2);258경4. 

20. 김획실， 김성완， 김대현， 이용배， 전상훈. 분리행 혜환 
기법을 이용한 재팽창성 폐부총의 치료. 대한홈#외과 
학회지 2003;36(7);527-.30. 

@ 국내학슐지 부연구논문 

번호 므
 ι 

논
 

논
 

1. 빽만총， 나찬영， 오삼세， 김용한， 황생육， 이철， 장융회， 

조원민， 서흥주， 김수청， 임챙， 김육성， 이영탁， 최현석， 
문현수， 박영관， 김종환. 대동막판 치환슐과 풍반시행한 
숭모판악 생형술 결과. 대흉외지 뼈'3;36:463-71 

2. 나찬영， 오삼세， 김수청， 김재현， 조원민， 셔흥주， 이철， 
장융회， 강창현， 엄청， 백만총， 황성육， 최인석， 김웅한， 

번호 
a 

-
ι
 박윤육， 푼현수， 박영판， 김종환. 인공심폐기률 이용하 

지 않는 광상동액우회술시 요팔통액율 이용환 Cabrol 
슐실의 용용. 대홈외지2003;36:6.30-2 

3. 백만총， 나찬영， 오삼세， 김용한， 황성욱， 김수철， 엄청， 
김육성， 이영탁， 김종환. 중중도 이상의 확싱기능우전 
환자얘서 숭모판 성형슐. 대흉외지 2003;36:812-9 

@ 해외학슐지 주 연구논문 

번호 
P Z 논

 
논 번호 o 

tr 

1. Ahn H. Hwang HY. Ascending aorta-a벼@삐031 aorta 

bypass for Taka얘su’s artαitis. Asian αtdio깨있피ar 

& Thoracic Ann와~ 2003 11(4):357-358 
2. 얄믿」띤J S때n YC, H얘ng SW, Lee C, Na CY. 

Comparsion of myocardial inf와ttion with sequer피al 

Iigation of the left anlerior desc한념ing anery and ilS 

diago03I branch in d<흉 and sheep. Int j AIti[ 

@흉'J1S. 2003 26(4):351-357 
3. 댄팍객딛， park ]K, 싸x>n Hj, 월브..Æ. Autol앵αlS 

@떠iomyocyte t:ransplantation using a bìodegradable 
poIyrrer sc짜얘d. lnl Arfif a:훌flS 2003 26(5):401-4(，δ 

4. 쁘」띤J Cho SR, Sung H, Park 비.Ac뼈nic heart 
faiJure m여el by coronary anery Ii용tion in the goal. 

lnc j AIti[ α뽕lIlS 2003 26(10):929-934 
5. üm C. Kim WH , κm SC, 뻐yu ]W， Baek M) , 아1 SS, 

Na CY, Kim CW. Aortic arch reconstruction using 
re양onaJ pe버lSion without circulatory arresl. EUT j 

Q떠때뼈rnc 5u땅 2003 23:149-55 
6. 쁘료JB， α1311g 1M, Lee C, Kim 디. Un<:hffer엉1C'e{iated 

sarcαna c{ the mitral vaJve with ω피que clinico
pathol。양C 다esenlation， .}ωm외 of C3rdiovasc버a 
s‘11쩔y 2003 44(4):1-3 

7. μ프JB， Choi jS, Kang CH, Bae 티， 짝쁘끄， 쁘으_m. 
SurgicaJ resullS of patienα with a funruional single 

*씌:ridc. 티따월11 joumal cf 0IrCJi0.꺼lCràcic 51띠얽Y 

2003 24:716-722 

8. Kim 뻐. Kim π， üm 뻐， Kim YH, 쁘표쁘. 
Mana양ment for chcst wall implantation of non-srnall 

α1I lung cancer afler fmc-needlc aspiration biopsy. 

E바야엉11 joumaJ of ca펴~o-Thor:업c Suπ~ 2003 
23:l{.짧용~32 

9. Kim YT. Kim 배<. Sunll SW. Kim 매. ωng-term 

0Ulα:rl-es and 따k factcr anaJys피 after pneumonectαl1y 
for active and scquela fom1S of pulmonary tubcr

。.ùosís. E‘1TOJα~njoum외 0{ Cardio-Thoradc su멍앙Y 

2003 23:833-839 
10. Park CK, Park VS , 끄쁘띤펴딘， Kwon KY, jcon Yj , 

Kim HC ωng pr않πation 잉udy by ca띠ne sequ
m피외 bilaleraJ s띠gle lung transplantation rnodcl 

T때1SpIantation prαr뼈~. 2003;35:(2)453-55 

11. Kwon KY, cho 다-1， Kim SP, park CK, lh용암후건
Apoptosís induced by P얻양πation aI성 reperfusion 
in ca띠ne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Proceec!ìn용. 

2003;35(10):6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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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발표 

01톨 일져 확회명 제 목 장소 

김용진 
10월11일- 제 2차 Management of Conget피taJ Tracheal Stenosis. Peri- 오스트리아 

10월17일 유렵흉부외과학회 a떠iaI Versus Slide TrachecψIasty 비앤나 

2월12일- 제 11차 Si맑ificanr Isolated TR Oeveloped Lale After Mi따l 말헤이시아 

2월15일 아세아심혈관외파학회 V외ve Sur용ry 쿠알라룡푸르 
안 혁 

6월27일· 세계 제 2회 
Long-!eml ResuJts of carboη1edics Mechanical Valve 프람스 파리 

7월 2일 판악철환학슐대회 

3월19얼· 
재 9차흉부외과학회 

Off-Pump T，αaJ Al잉외 Revasculaizatio in Multi-vcssel 
마이애미，프로리다 

3월22얼 αsea，se: Myth or Reality? 

3월19일· 
Skletoized Right gastoepiploic Atey as a 까lid ArteriaJ 

3월22일 
재 9차흉부외과학회 αx:luit: 훨rly ad Midtem Results Af!er QfT-Pump T，αaJ 마이애미，프로리다 

Arteial Revasculaization 
김기용 

3월19일-
흉부외과심포지용 CABG Market and Mcdical p이icies in iÇαg 고빼，일본 

3월22옐 

10월12일- 채 2차 
BiJa!craI in Si!u Grafts Have Hi앙1er Recovery of 

오스트리아 

10월15일 유럽흉부외과학회 
Myocardi외 Pertusjon Reser、re 까13 n Y..(;raft After 

비엔냐 
DPCAB 뼈ng Bilatcral Inter때 Thoradc Arteries 

이쟁렬 
2월11일-

아시아흉부외과학회 Aortic VaJvc in Tπ)C I Ventricular scptal α!fcct 
말레이시아 

2월16일 쿠알라흉추르 

Local Control of Disease Related To lymph Nαk 

Involvcment ln Non-smaJl αII lung Cancer Aftcr 

Slecvc Lobc<tomy Compar어 Wilh Pneumoneaomy 

1월 29일- 쩨 39차 Can Aberrant Proll1Oler 바pcnnethylation of C야 
미국 샌디에고 

김영태 
2월 2일 미국흉우외파학회 Island Prediá Clinical Outcαne of NαI-Small lung 

Cancer After Curative reseáion? 

Good long-!erm Oulcomes Aft<..'1' Surgical TrcalmCnl 

of Simple and Complex Pulmonary Aspergilloma 

8월 27일- 채 17차 까lOradc S따양ry posl Gradualc Coursc 
터키 이스탄불 

9월 2일 아시아흉부질환회의 Neoa이uvant 까lerapy for NSασ For WHOM? 

김정환 
11월 13일- 채%차 티cphan! Trunk proce‘Jurc: New Jndications and 미국플로리다 

11뭘 15일 미국흉부외과학회 uses 보니타스프링스 



벼- 웹
-
뺑
쨌
 

쁨
-
빽
總
 

담당교수 

안 혁 

김기용 

〈용~) 

(입원별 상위 해 환자수) 

순위 'í’‘- 슐 건수 

1 심실충격결손충 180명 

2 활로 4징 64명 

3 심방충격결흔충 59명 

4 단심실 28명 

5 풍맥판개종 22명 

수슐건수 : (:JJ7건 

(수슐별 상위 5대 수슐건수) 

순위 수 슐 건수 수슐기법 

1 심실충격결손충 180명 청포용합슐 

2 활로 4징 64명 완전교쟁슐，단락슐 

3 심방충격결손충 59명 챔포용합슐，일차용합슐둥 

4 단심실 28명 양방향성 대청액 폐청액 

단락슐， 폰탄술식， 싱실분 

리수슐 

5 흥맥판개존 22명 결찰슐，분리용합술 

특수률리녁 

를리닉영 

션천성심기형 

담당교수 

이정혈 

〈분당〉 

CD 외래환자수 : 2OS4 

신환 : 633 초진 : 142 재진 : 1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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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별 상위 5대 환자수) 

순위 명 명 흰자수 

1 1 기관지 및 찌의 악생 신생용{영4) 1488명 

2 1 협싱충(120). 1 175명 

3 1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생 근골1137명 

격 변형(Q67) 

4 1 인후 및 홈팍의 풍룡 (R07) 1 136명 

5 17]흉(193) 1 125명 

@ 입원환자수 : 3188 

(입원별 상위 5대 환지수) 

순위 명 명 흰자수 

1 기광지 및 혜의 악생 신생훌{앙4) 218명 

2 협싱중(120) 214명 

3 만성 허형성 싱장 철환(125) 91명 

4 본태성(원발생) 고혈압(110) 77명 

5 기홈(193) 64명 

@ 수슐건수 : 249건 

(수솔별 상위 5대 수술건수) 

일반홈부질환 (169)건 

순위 병 명 흰자수 수슐기법 

1 혜암 43명 예 철제슐 및 임파선절제 

2 기흉 32명 쐐기 캘채술 

3 흉벽질환 26명 흉벅 절채슐， 홈벽 째건슐 

식도암 14명 식도 절체 및 재건슐(식도-위 

또는 장푼합슐) 

5 총격홍종양 11명 총양절째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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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경외과학교설 (Deparunent of Neurosurgery) 

띠 홉員홉. 

科 톨 ft 홉 김현집 (2α)(). 7.15-
2003. 4. 기 

갱회원 (2003. 4. 7-
현재) 

分 科 톨 助 ft 뺏 김숭기 
ft 뺏 한대회 조병규 김동규 

왕규창 

I’ 혔 授 정천기 갱영섭 장태안 
助 tì 授 이상형 백선하 검송기 

갱현태 김정은 

.쩨톨師 양회진 청유남 
홈톨활홉 최킬수 

띠 主흩홉ti훌피홉 

CD 인사 사항 

톨任톨聊 김채용 임소향 이풍엽 
이창섭 손영재 셜호준 

外來훌홈 고영초 
外來陳톨 어 환 이숭훈 이창훈 

外來빠빼 김동호 심기범 신형진 
홈숭철 박 판 이무섭 

톨 攻 밑 四 年 次 박충철 이숭준 김지하 
김치헌 김숭현 

三 年 次 김용휘 김충효 양숭엽 
피지훈 

二 年 次 김육하 조원상 최인재 
한청호 

- 年 次 김영훈 송상우 조성융 
죠재훈 

훌 를 홉 ~. 박미선 류정연 김현주 

직급 성명 인사내용 일 지 비 고 

부 교 수 오창완 죠교수에서 부교수로 숭진 2003. 2. 1 
;ζ .ïit T 김송기 의무장발령 2003. 2.17 

부 교 수 오창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령 2003. 3. 1 
조 교 수 김갱용 임상조교수 발령 2003. 4. 1 

“「 '1‘- 김현칩 분당서융대학교병원 발령 2003. 4. 1 

교 수 청회원 신경외과 과장 발령 2003. 4. 7 
교 'Í‘- 갱회원 신청외과 주임교수 발령 2003. 7.18 

교 수 김동규 부교수에서 교수로숭진 2003. 9. 1 
촉탁부교수 장태안 촉탁부쿄수로 발령 2003. 9. 1 

[l] 훨育現況 

@학생교육 

월 회 “‘ 목 :t13 T 토 

07:00 
Moo뻐gror뼈히lCC Mon피쟁 confo윈1ce 

뻐11"<>뼈아앵Y 

천교수 전교수 
confcr윈lCC 

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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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의 수련 
Mon Tue Woo 까1U Fri Sat 

7:30 am 

MC MC MC MC NRC 
8am 

lR 

9am 

lO am OPD+OR OPD+OR OPD+OR OPD+OR OPD+OR 
OPD 

l1 am 

lpm 

2pm 。'PD+OR OPD+C꺼R 

3pm OPD+OR 

4pm NEJC NPC 
OPD+OR (biweek1y) OPD+OR 

N깨C 

5pm EB (week1y) NNSGR 
PNOB (mor뻐끼 

6 pm 
RS<1NOC 

M&MC (monthly) 
(biweek1y) 

• MC Moming Confδence 

• NRC Neuroradiology Conference 

• lR: Teaching Round 

• N티C Neuroend∞ine Join! Conference 

• N깨C NeurovascuIar Joint Conference 

• PNOB: Pedia띠c Neulα)0∞logy Boa벼 

• RSC radiosur뿔ry Conference 

• NOC: Neuro-on∞l앵y Conferδlce 

• NPC: Neuropath어앵y Confer하1ce 

• NNSGR: Neurol앵y-Neurosurgery Grand Round 

• M&:MC Monality & Morbidity Conference 

• EB: Epilepsy Boa며 

E낀 맑究現況 

<D 국내학슐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C:J 
tI: 번호 

2003 
4. Kim DY, Chung SK, cho KT, αlUng CK, Kim 깨 :A 

Survi얘1 Analysis of Surgically Trealed Metastatic Spine 
Tumors. ) Korean Neωosω-g soc 33:24iι251， 2003 

5. Hw없18 SK, Seong 씨， J∞n YK, 앙Ù JG, 야e CH, 
Jung HW: OIfactJαy Neuroblastoma: alnical Features 
and Treatrnent C>.Jtcome. ) Kore:m Neω없118 soc 33: 
446453, 2(.χg 

6. park JC, Q lUng CK, 칩m 테; Intradural-Extramedullary 
행nal cavemoos Ar뺑na as a cause ci suba빼lOOid 

논
 

E 

ι
 

1. 때m 01, Kim CY, Kim DG, Han DH, chi JG, Jung 
HW: Giant Piruiwy ^뼈lOma: Long-Tenn Oull∞me 

after Sur밍CaI Treatment of 61 Cases. ) Korean 

Ncu.π$띠'8 soc 34: 91-96, 2003 
2. cho κr， Kim DG: Stereotatic Radiosurgery for Brain 

Metastases : Prognα;tlc Factors for Surviva.1 때d Local 
con뼈. ) Korean Neurosω'8 soc 33: 333-338, 2(.χg 

3. 앙lung HT, Y:때g HJ, JS Oloi, “m OG: AnaI뼈5 0f 
pu바ications on Joumal of Kα'C3Il 뾰urosur멍cal 

sodety in 2003. ) Kore:m Neurosurg soc 34: 59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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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r 논
 

cases of symplαnatic supratcnlorial subeper성y

morna. J NeUrOOnCOI 61: 57067, 2003 
5. 1m SH, Wang KC, Kim SK, Chung YN, Kim HS, Lee 

æ , cho BK. Transsphenoid외 microsω'geI)' for 

￠ψatric cr삐iop따.ryngioma: 야t없l ∞nsiderations 

r야~떠ing indications and method. Pediaσ Neurosu명 

39: 97-103, 2003 
6. 1m SH, Wang KC, Kim SK, 냥e YH, α1Í )G, Cho 

BK. Congeni때 intracranial teratoma: Prenatal 이ag

nosis and pa;tnatal suαg훨11 rescction. Med Pediacr 

OncoJ 40: 5iι61， 2003 
7. Kim CH, Chung CK, Kwon 버， Kim H). Holα:ord 

myelopathy with thoradc stenos닙: case report and 

hypothesis. 5pinaJ α>rd 41: 696경~， 2003 
8. Kim æ , Wang KC, Kim SK, Chung YN, Choi YL, 
α1Î )G, cho BK. Spìnal intramedullary lipoma: 

report of three cases. 5pinaJ α>rd 41: 31(}.315, 2003 
9. Kim CY, Paek SH, Dong Gyu 짜m : ür없r 

aαelerator radiosur용ry f，α central neurocyuton13 : 

a case re짜t. J Neuroot뼈 61: 249-254, 2003 
10. Kim CY, Paek SH, sco 없~， Kim )H, Han OH. 

chan훌!S in VaSCUIar resφnses of the 벼silar arteI)' 

to acetylcholine and endoIhelin-l in an ex야rimemal 

rabbit vasospasm mc잉cl.A따 Neurochir (Wjen) 145: 
5기-577， 2003 

11. Kim CY , Wang KC, 에m SK, Chung YN, Kim HS, 
cho BK. Encephaloduroarteri∞ynangi∞is with bif

ront외 encep뻐Jo잃l∞( periosteal)synangiosis 띠 the 

α!diatric moyamoya d않asc: the s때ical tech띠que 

and its outcornes. ChiJds NeJV 5ysr J9: 316-324, 
2003 

12. 따m J-ij, Hong SM, Kim S, Kim )H, α1Íe 타<， K.im 

IH, Park CI , Ha SW, WU HG, Dong Gyu Kim, Kang 

WS : Efficacy of whole brain radi아herapy combined 

with fractionated Slercotactic radiotherapy in metaStatic 

brain rumor, and πogn05tic faα01S. R3따ar Med 

21:155-160, 2003 
13. κm Hj, 집m JE, Ha M, Kang SS, Kim)T, Park IS, 

Paek SH, )ung HW, Kim DG, cho G), α、α WS. 
Sten:꺼*용enic acu(e regulatory protein expression in 

thenαmaI human brain and intracrani외 mπIOIS. 

Brain Res 9꼈~ 245-249, 2003 

14. Kim JE, Kim CY, Kim rx;, jung HW: Implantation 

metaSl3Sis along the SlereotactiC biopsy traa in 

ana미없k 없rocytoma: a case report. J Neω∞ncol 

61: 21듯218， 2003 
15. Kim JE, 때m rx;, Paek SH, Jung HW. Stereotactic 

번호 
a r 

bi야>sy for intracrani외 lesions: reliability and its 

impaa on the plaruψ19 c{ LreaLmenl. AαaNeurα:hir 

(Wien) 145: 547-555, 2003 
16. K.im JH, jung HW, Kim YS, Kim CJ, Hwang SK., 

Paek SH, Kim rx;, Kwun BO. Merψ19eal heman멍0 

야ricytomas: 1α19-term out∞me and biol앵cal 야〉 

havior. Surg NeuroJ 59: 47-54, 2003. 
17. K.im MS, Han OH, Han 빠i， 아1 CW: POSteriα fossa 

hemorrhage caused by duraJ arteriovenous nstula: 

case reports. 51ω"8 NeuroJ 59: 512-516, 2003 

18. K.im NR, Wang KC, Bang jS, “ oe G, Park Y, Kinl 

SK, α10 6K, Chi )G. GlìoblastOmaloUS transfom13tion 

。f gangli앵lion13: Case reporr with reference to mol

ecular genetic and flow 이tome떠c analysis. PathoJ 
l nr 53: 8짜882， 2003 

19. K.피1 SK, Wang KC, Cho 8K, üm SY, Kim VY, α1 
Ci1I, α1ung YN, Kim CY , Lee cr, Kim 태. 

A뼈10에raJ pl6/CDKN2 홈nc transfer to m외ignaru 

g1ion퍼: RoIe of p16 띠 growth, invasion, and 

senescence. 0nC0I RI야:> 10: 1121-1126, 2003 
20. Kim 5K, Wang KC, Hong Sj, Chung CK., ωn SY, 

Kim VY, chi )G, 찌m CJ, Chung YN, Kim 버， αp 

8K. Gene expression proIìle 뻐외ysesof ∞띠cal 

dysplasia by cONA arrays. Epi11야')$y Res 56: 175-183, 
2(X)3 

21. Kim SK, Wang KC, 이1 CW, Kim 10, Lee DS, Song 

IC, Cho 8K. Evaluation of cerebral hemodynamics 

with perf냉ion MRl ìn childhood moyam야a diseasc. 

Pech녕σ Neurosurg 38: 68-75, 2003 

22. Kirn 5K, Y∞ )1 , Cho 8K, Hong S), Kim YK, M∞n 

JA, K.im jH, Chllng YN, Wang KC. Elevation of 

CRABP-I in the Cerebrospinal Fluid of Patients With 

Moyamoya 0섭않sc. Scroke 34: 2835-2841, 2003 

23. K.im YK, 냥e DS, 냐e SK, Kim SK, Chung CK, Chang 

앉i， Choì KY, Chung )K, Lee MC. Oifferen따l 

Features of Metabolic Abnoml3lities Between Medial 
와1d Lateral T，엉nlχ)('31 lρbc EpUcpsy: Quam뼈tive 

Analysis of (18)F-FOG PET Using SPM. J Nuc1 Med 

44: 1α16-1021， 2003 
24. Kwak HS, H쩌ng SK, Paek SH, Kim rx;, jung HW. 

Long-ll앙m ou‘.come of 비1gen뼈aI neurinornas with 
modified classificatiα1 f()(피sing on π!trOUS erosioπ 

surg Neω01 60: 39-48, 2003 
25. Kwα1 6), Han 싸i， oh CW, Kim 암i， 앙130g KH: 

proc혀ure-related haenπrhage in embolisation of 

intracranial aneu깨srns w피1 Guglieln피 detachable 

coils. Neuroradio1ogy 45: 562-56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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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뱅명별 상위 5대 질환자수 

흰자수 
nu 

’/ 

13 

cJ 

nu 

--/0 

CJ 

?3 

1 

명 병 

종
 뺑

 
며
*
 

뺑
 
램
 옆
 

모
 양
 
수
 중
 견
 

야
 총
 수
 두
 수
 

모
 
뇌
 
척
 
수
 
척
 

순위 
’
i 

2 

-3 

tq 

-J 

• 수술건수: 1 ，393건 (소아 : 359건) 

수슐별 상위 5대 수술 

순위 수 슐 건 수 수 a 기 법 
1 뇌총양 499 전척충융주로 시앵 
2 뇌똥액튜 168 직접결활슐과 혈광내 시슐융 주로 시앵 

3 감마나이프 144 주로 뇌동정맥기형 및 뇌총양융 치료 

4 수두충 119 뇌실복강간 단락슐 또는 내시경수슐융 시행 

5 추간판탈훌충 83 추간판 제거슐 및 내고갱슐융 주로 시행 

소아수슐별 상위 5대 수숲 

클리닝 명 진료요일 담당교수 흰자수 

척추률리낙 매주목요일 갱천기 외래환자수얘 포항 

장태안 

뇌총양클리덕 매주금요일 청회원 외래환짜수에 포함 

김동규 

척수수악휴률리낙 매월 마지막 금요일 왕규창 외래환자수에 포함 



최된 제%차 미국비썩과학회에 액재숭 교수， 이상은 

쿄수， 김팡명 교수， 촉탁의 곽철 교수， 보라매병원 손환 

철 교수， 박재영 천공의가 참석하였다.6월 6일에는 제 

1회 국재야간빈뇨 워크싶얘 빽재송 교수가 참석하였다. 

6월 11일에는 터키 이스탄촬에서 개최된 10회 유럽 요 

석 심포지용에 검현희 교수가 창석하였다. 

8월 31일에는 김수용 교수가 미국 Boston대학에서 

남성학 및 여성성기능장애 분야의 장기연수(2001. 8)률 

마치고 귀휩}였으며， 9월 1일부터는 오송준 쿄수가 미 

국 Mjchigan대학으로 장기연수용 떠나게 되었다.9월 1 

일에는 구자현 (순천향의대 석사졸) 선생이 대학원에 

후기 입학하였다.9월 7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된 천럽션암얘서 골합병중에 판한 국채 심포지용얘 이 

용식 교수가 참석하였다.9월 22일에는 미국 라스빼가 

스얘서 개최된 제 12차 세계 내시경북강정학회 연차회 

의얘 김현회 교수가 참석하였다. 10월 1일에는 필리핀 

째부에서 개최된 재9차 APSIR (Asia Pacific Society for 

Impotence Resea떠1)어1 백재송 교수， 손환철 교수， 박 

관진 전임의가 참석하였다. 10훨 5일에는 이탈리아 프 

로렌스에서 개최된 제33차 국채요실금학회에 백재숭 

교수， 김팡명 교수， 김수웅 교수， 구자현 전임의가 참석 

하였다. 10월 23일에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채 15 

차 Ann때1 SAFE KlDSLeade빼p Conference얘 최황 

교수가 참석하였다.11월 l일얘는 미국 플리브랜드에서 

개최된 Advanced Urol앵y Perceptorship에 김수융 교 

수가 참석하였다.11월 4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 2차 Meeω19 of the ESGURS에 이온식 교수 

@인사사항 

직 급 성 명 

전 임 의 사 구자현 션임의 신규임용 
전 임 의 사 임대갱 전임의 신규임용 
전 임 의 사 박광진 전임의 신규임용 

쳐‘ 공 의 김태범 전공의 신규발령 

쳐‘- 풍 의 오진규 천공의 신규발령 

쳐‘ 공 의 이상철 전공의 신규발령 
보 건 직 김귀식 보건직 발령 

단시간근무자 김주현 퇴직 

교 .,‘- 김송협 겸직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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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석하였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55차 대한 비뇨기과 추계학 

술대회 및 총회가 서율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본 교실에서는 구연 20면， 포스터 23면융 발표하 

였다.11원 16에는 터키 이스탄용어써 개최된 채 6회 

똥SM에 빽재송 교수， 박관진 전임의가 창석하였다. 12 

월 5일 서울의대 함훈회관애서 의국 송년모임율 갖고 

다사다난하였던 한혜훌 돌이켜 보면서 새해률 성계하는 

뭇깊용 자리용 마련하였다. 12월 12에는 흉흉얘서 개최 

된 아시아비뇨기과학회 이사회에 최황 교수가 참석하였 

다. 12웠 13일에는 중식당 대려도에서 동푼회 송년모임 

을 가지면서 비광l과 동문들과 함께 가는 혜훌 아쉬워 

하며 새혜톨 준비하는 자리흘 가지기도 하였다. 

· 새로운시슐및기법 

- HoImium laser가 도입되어 좀 더 안전하고 효 

과척으로 요로결석 제거술융 시행항 수 있게 

되었다. 

- 근치적 전립선전절제슐에 대한 critical pathway 

융 만들어 전립선암 수슐 환자의 재훤 기간 감 

소 및 환자의 편의 중진올 이루었다. 

-2003년에는 다른 혜에 비하여 전반척요로 각종 

시슐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장비의 보강에 주 

력합으호써 많옹 기구 및 장비가 확보되어 환 

자플에재 더욱더 높은 질의 진료서비스훌 채공 

힐수 있게 되었다. 

인 사 내 용 일 자 

2003. 3. 1. 
2003. 3. 1. 
2003. 3. 1. 
2003. 3. 1. 
2003. 3. 1. 
2003. 3. 1. 
2003. 3. 1 
2001. 5. 4-
2003. 1.25 
200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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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성명 논 운 쩨 목 월자 지도교수 

김형곤 빽셔 예씩 요판에서 시간 청과에 따른 세포고사와 세포충식 현상의 2004. 2. 이총육 

변화 

갱정융 토끼의 천립선 요도압에 대한 팔마틴의 알파교감신경 차단효과 2004. 2. 검팡명 

• 석 사 
성명 | 논운째목 

전 황 균 | 전렵선비대중과 전립선암에서 세찍억제 유천차 SUlviv피의 발현 
일자 

2004. 2 

지도교수 

이상용 

@ 전공의 수련 

2003년도 주간행사표와 션공의 배치현황용 아래와 

갈다. 학슐활동으혹 천공의는 의무적으로 재 55차 대한 

비k71과학회 청기학슐대회 및 각종 세부학회에 연채흘 

방표하도륙 하였으며 연 8회의 월례집담회에 척극 참여 

하도록 하였다. 매달 1회씩 병리과와， 매주로 방사선과 

와 공동세미나훌 가짐으로써 수술 천 환자의 진단과 수 

슐 후 진단소견율 검토하여 보다 넓고 깊옹 지식융 습 

특할 수 았도록 하였다. 얘주 토요일얘는 전 교수와 전 

공의들이 참석한 가용데 최신문현율 방표하고 토론효}는 

논문 초독회 시간융 가져 최신 지식융 습특하는 데 소 

훌합이 없도록 하였다. 매주 목요일에는 어린이병원얘 

서 비k71과와 방사션과， 소아과 및 핵의학과와 공동세 

• 주간 행사표 
내 

비뇨기-병리 토흘희 (Uro-patho때y ∞nference) 

비뇨기-방사션 토혼희 (Uro-radi어앵y COf뻐-ence) 1 

비뇨기-방사션 토혼희 (Uro-radiok￥y COf뻐윈x:e) 2 

논푼 초독회 Qoumal confer윈lCe) 
금요 중혜 토혼희 (F꺼daycase ∞nfer윈lCe) 

교수 륙강 (S때f lecture) 

용 

소아비뇨기-방사션 토용희 (P，어떠띠C 띠"C>raω。1<￥y ∞nference) 

• 천공의 배치현황 

년차 

미나가 있었으며， 매달 2회씩 전 교실왼과 타병원 동 

문 및 전공의들이 모여 흥미 있는 중혜률 분석하고 토 

론하는 금요충례토론과， 욕청환 주채률 갱하여 담당교 

수률에 의한 세부 전훈척인 강의인 Staff 냐crure가 마 

련되었다. 

션공의를희 의학지식융 중폭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각 천공의들용 당당교수를의 지도아래 임상 및 기초 

의학 연구률 수행하여 각 학회 및 학슐지에 활발하게 

연구결과훌 발표할 수 있도륙 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수 

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년차 전공의률이 4개 

월 단위로 각 교수 주관 하에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함 

으로써 임상의학의 토대가 되는 최신 기초의학에 관한 

삭견율 갖출 수 있도륙 배려하였다. 

시 간 수 

매월 4쩨주 화요일 월 l회 1시간 

매 2추마다 뭘요일 l시간 

때 2주마다 화요일 l시간 

에주 토요일 3시간 

얘 2추마다 토요일 1시간 

얘 2주마다 금요일 l시간 

매주육요일 l시간 

배 치 (인원수) 

4년차 

인원수 

3 72뱅실(2)， 외래(1) 

3년차 3 
2년차 3 
1년차 3 

소아뱅훨(1) ， 교육(1)， 보라매병현 따견(1) 

72뱅실(1) ， 뚱Wl.&UOS(I) ， 분당서율대뱅원파견(1) 

72뱅설(2) ， 소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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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
 

a 
I 

28. 욕용효， K뼈k C, Byun SS, ωn 미， Kim)H, 얻핀 
g훌， Lee 앙i and Ahn HJ. 없ab따hment and 

OlaraaCl없tion of a뼈atin-Rt효stanl H1따nan B1adder 
cancer CelJs. 대한비뇨기총양학회지 뼈3; 1(2):18(r 

92. 
29. 이경철， 변석수， 여운걸， 뿔꽤슐， 으l효울， 으l효싶. 

d웅α때un1n혀ichloroplatinum(I1) 내성 인체방광암 세 

포주얘서 & 단백 방현. 대한비뇌총양학회지 2003; 
1(1):64-71. 

30. 조문기， 초규선， 이해웬， 변석수， 임대갱， 김정현， 의좋 
효， 박인얘， 의효쇠. 인체 전립선비대증 조직얘서 써포 
외기질의 갱량척 용석. 대한비뇨기종양학회지 2003; 
1(2):181-5. 

번호 논 문 

31. 박광진， 신찌육， 갱생진， 박닿우， 효활혈， 좌숫효I 멜챔 
숲. 새로이 개방한 빽셔오렐융 이용환 혈광성 발기부전 
의 병태생리얘 관현 연구. 대한남성과학회지 2003; 
21(3):13644. 

32. 욕슐줍， 박원회， 박쩔회， 펠잭효l 서주태， 이유식， 이청 

구， 이갱주， 이 택， 이총복， 주영수. 한국인 여성의 요 
실금 유병훌과 요실금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구비혜 

표본추출법에 의한 초사.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지 뼈3;7(깅:7쨌. 

33. 뱀챈슐， 집숫효， 구자현， 옹효줍， 솥활훨， 박관진， 신재 
욱. 낮용 혹압생요누츰압용 가진 요싣금 환자에서 1vr 

숨식. 대한배뇨장얘 및 요실금 학회지 2003;7(2): 
9용103. 

@ 국내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효 논 o 
tJ: 논

 
1. 김융법， 이팡엽， 박용썰， 이정기， 청태영， 팍 철， 심흥 

방. 피부요판창냉술 후 쌀생한 원발생 요관 편평세포암 
종.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3;44(4):37S-9. 

2. 이솜주， 조용현， 깅법완， 이갱구， 갱세일， 이상돈， 의좌 
죠， 김민의， 최영톡， 임정식，심용석， 조인래， 류수방， 김 

철생， 김원재， 이훈용. 여성 급생단술성방광염의 원인균 
에 따흔 항생제 갑수성의 다기관 엄상조사. 대한비뇨기 
과학회지 2003;44(7):697-701. 

3. 김세철，김대성，킬순효，김창환，김채종，문기학，박광 
성， 박냥청， 박종관， 박현준， 박홍석， 박해영， 뾰잭효， 서 
경근， 서성얼， 서중규， 손인철， 신대진， 안태영， 윤창준， 

번호 
a 

-
ι
 이성원， 이원철， 갱정우， 최형기， 홍준혁 ， 황태곤. 한국의 

냥생 발기부전 환자애셔 ’티엠주’(스댄드로?)의 융경혜연 
체 내 주사의 유효생과 안전생 명가훌 위한 다기관 공 

개 임상시험. 대한lI)h7)과학회지 2003;44(기:702-7. 

4. 김원재， 이송찬， 장 훈， 총재안， 융진한， 으l쏘융， 엄청식， 
홍성춘. 콩 대사{!물이 천립션앙에 미치는 효과. 대한비 
뇨기과학회지 뼈13;44(1 1):1093-7. 

5. 박용갤， 팍 철， 심흥방. 전렵선 용척이 용상척인 6둥분 
칭생겸얘 있어셔 암검훌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비뇨기과 
학회지 뼈13;44(1 1): IOS용102. 

@ 해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E 
ι
 

논 논
 

1. 멜뜨~， Park JY, Park DW, Park K, 효뜨최， 뀔핀 
원.Miα'OSurgical vasovasostomy after failed vas<r 

V3.SOOlomy. J Urol 2003;169(3):1052-5. 
2. 쁘효1， Hong SK, 짝믿뿔， 월싹~. 때5tolc횡cal and 

functional aspects of dÜT엉'Cnl regions of lhe rabbil 
va멍na. lnt J 1mα Res 2003;15(2):142-50. 

3. 효)I'l H, Lee H, H‘lh JS, ι핀효쁘， f왼양~. 없찌ies on 
sclf-esleem of per피e SlZC in Yαmg Korean m피tary 

men. Asian J Androl. 2003;5(3): 18S-9. 
4. Boyle P, It여:>ertSOIl C, Mazzetta C, Keech M, Hobbs 

R, Foutcade R, Kier뼈'IeY L, 용응도. The associatioo 
between lower urinary lraCl 양mptoms and erectile 
여sfunωon in four centres: Ihe UrEpik srudy. B]U 
1m 2003;92(7):719-25. 

번호 
g 
ι
 

5. Boyle P, Robcrtson C, Mazzeua C, Kc<최1 M, 
H야lbs R, Fourcade R, Kicrneney L, 얀~드. 꺼le 

relationship 양tw많n lower urinary lraCl 원mptoms 

and health stal\lS: the 때EPIK srudy. B]U 1m 
2003;92(6):57>용， 

6. Boyle P, RoberIson C, Mazzetta C, K야상1 M, Hobbs 
FD, Fourcacle R, Kiδneney L, 앞료도. 까le prevalence 
。I ‘。'wer uónary lraCl symptorns 띠 rnen and wornen 

in four centres. 까le UrEpik srudy. B]U Inl 2003; 
92(4):409-14. 

7. μ로똑， Ku JH, P삶k HK, Jeα18 CK, Kim SH. pro없tic 

caJculi φ n여 influence Ihe level of serum prostale 
S야생fκ anti용n in rnen withOUI 따뼈lly deteaa버e 

pπ)Slate cancer or prostatitis. J Urol 2003;170(3):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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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논 
P Z 번효 논

 
"" tr 

8. Mω피πiz R, 짝핀효휠， Kim NN, Traish A, Gold1뼈n 1. 

A Review ci the Phy피d앵y and Phanna∞logy of 
peri빼정'lll (Vagir때 X삐 αtOf혀) Female Gen뼈l 

Aro..뼈1 in the AnlmaI MαJel. ) UroI 2003;170(깅: 

용0.5. 

9. cama E, Colleluori DM, 닫띠g FA, Shin H, ß핀L효W， 

Kim NN, Tra양h AM, Ash DE, christianson DW. 
Human ar황Jase ß: ct쩌외 양ucture 때d phy쩌。횡CaI 

role in male and fl에la!e SeX\JaI aJα없1. Bi여ler피stry 

2003;42(용):없4S-S1. 

@ 국제학회발표 

학회명 여‘- 채 연 자 

American Uro국l，앵 시ic카al고 A)$OCiaUon ElJective local ∞mrol of pl'05tale cancer by intra- 이상은 
(미 tumora1 i뼈αion of holmium-l66-chitosan ∞mplex 

2003. 4. 26 - S. 1 (DW-l66HC) in rats 

AImrian(미 Uro국l，앵 시ic카al고 %)gxiaU@1 πlC aα뻐osis of prostate cancer cells by i빼bition ci 이상용 
없::L-XLe째ression 

2003. 4. 26 - 5. 1 

Ame끼gn(미 Uro국l，앵 시c카al고 %)giaUα1 πlC r이e of nitric oxicJe..çyclic GMP pathway in regula- 김수융 
tion of vaginal blood flow 

2α>3. 4. 26 - 5. 1 

American Ur국O써， 시횟a카l고 &)gxiaUm Apoplosis of rerla! cel1 carcinon1a 생1.15 by exπes510fl 이상온 
(미 ofFADD 

2003. 4. 26 - S. 1 

Amer뼈n(미 Ur국ol，땅 시c카al고 %)XX녀tion πlC syne뺑stic 빠(x1 çf apomorp비ne on sildenafl1 빽채숭， 김수용， 손환철 
뼈uced per피e ere<피on in the ∞떠αIS rabbil 

2003. 4. 26 - S. 1 

Ame끼〈aI1(미 Uro국I，앵 시없카l고 %)xrialj@1 Correlation between urinary oxaJate levels and the 김현희 
reduced ∞loniz.ation of lhe enleric bacterium oxalσ 

2003. 4. 26 - S. 1 bacter formi용nes in 따tients with calcium Oxalalc 
urolithiasis 

American Ur국d，。g 시k?al A$OriaUm 끼lC impact 아 transurethral rescction of bl.a뼈cr lumor: 이종욱，이상온，이용식 
(며 , 카고) clini∞pathol앵C 때alysis for cysteα@끼Y 5야ciOlCn t。

2003. 4. 26 - S. 1 cv외uate π:sidu외 (umα 

XVUth Congress of the EuropeaI1 Cycl∞xy똥nase-2 (OOX-2) expression 때d angi08encsis 이종육， 이상옹， 이옹식 

Asg(스페ial인i。n， 마 d드 U리m드l。)gy in BBN-induced rat blaclder CaJ디nogenesis 

2003. 3. 11 - 17 

Inlemational Cαltinence Society Bladder neck d∞ure for treaωIg neur。용미c incon- 김팡명 
331lf) Annua1 M않ting 띠lence in pc최iatric patierlts with myelodysplasia 
(이단리아， 프로헨스) 

2003. 10. 5 - 9 

Intemation외 Contineoce sociδy Bladder dysfunction in rats with foca1 α!rebral i앙염mia 최 황， 액재숭， 김팡명， 
331lf) Annual M없ing 오숭준， 손환철 
(이달리아， 프로헨스) 

2003. 10. 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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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비인후과학교실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 톨톨홉. 

科 톨 김광현 

敎 뺏 김총선 민양기 장선오 
이철회 

뭘 훌 tt 성명훈 오숭하 이채서 
WJ 훨 홉 임덕환 

이준호(보라매병원) 

.ff빼聊 구자원 
안순현(분당병현) 
오숭준 
김영호(보라매병원) 

.任톨聊 이송신 박흥주 권택균 
최병윤 이효갱 모지훈 
하갱훈박용호 

홉톨훨홈 김흉기 빽만기 김진영 
노관택 

外來敎톰 조일균 박상용 전병두 
문성무 문영일 심올상 
김종화 

外來훌훌톨 박원영 이의석 고건성 
유창렬 박원용주영식 
김성수 이옳모 

빼 供 • 四 年 次 권성근 김대우 이명철 

三 年 次 심우섭 임융성 김창회 
송재진 

二 年 次 김시환 노동환 허풍구 
정온정 문얼훈 

-~ 次 홍성룡 김형미 서명환 
안용휘 김상육 청우진 

大 ~ 院 生 빼土修7 박석현 박현민 이동욱 
전상준 김갱훈 이준호 

빠土二후 구자원 안순현 황찬호 
김동영 노총혈 오송준 

빠土-후 권핵끌 모지훈 박흥주 
이숭신 

훌土修了 이숭신 하갱훈 이상준 
최뱅융 이효청 

없土二年 강법숭 아강진(휴학) 
이효정 하갱훈 최병윤 
이싱준 권성근 김대우 

이명철 김창회 송재진 
짧土-年 심우접 엉융성 노동환 

푼일준 김시환 갱용청 

셔명환 

간호사기사간호조무사 

본원외래 이성혜 김영미 이용희 
이연회 차호영 우혜갱 
김현주 

소아외래 정경화 쟁얘리야 

분딩병원뼈 엄얘혜 성혜연 박정선 
이보랍 황소연 

보리매외래 장융미 반송회 천미경 

본원병실 박송현 천성혜 신갱아 
신미혹서융회 김미자 

손연진 입인회 이영얘 
검난회 박수진 

소아병실 김선구 

보리매병실 강현숙 융상축 이지현 
김현정 허지용 션한숙 
이혜진 김혜진 박미란 

본원수술정 방명회 박덕희 강신후 
소01수슐장 김의영 
보빼쏠정 면이령 

청력검시실 죠얘영 김생용 융영순 
장현정 김수진 
이상규(분당) 
김진영(분당) 
김강현(보라매) 
이용해보라매) 

언어치료실 박현영 초융경 서우정 
홍영혜 이진회(사무훤) 

뻗샘써 원미경 황영옹 
유지현(분당) 

연 구 실 박석우 최준재 박재리 
박지영 전송화 김재협 

왕선영 

사 무 실 유병숙 박경란 장지현 

G긴 主훌홉Ib훌I훌 

.. 1월 1일 신년하혜식이 임상의학연구소 1층 로비 

애서 열렸습니다 . 

.. 2월 5일 이비인후과 입퇴국식이 송원에서 있었 

습니다. 



@대학월 

개생강확 

@학위수여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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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상기도 정액섬모 생리학 

.2학기 두청후총양외과학 

성 명 논 n ti: 륙 일 자 지도교수 

구자원 생취 내이얘서 5--Hydroxyuy짜a띠ne 으로 유도한 혈장단액의 유출 -- 김총선 
변동성 내이 장애의 가능기전 

안순현 2.H -14CJ-Deoxy-[).Gluca;e 자가방사영상을 이용한 천농기간에 따흔 백 김총선 
서 챙각충추의 대사 변화 연구 

노총혈 생쥐의 외과혀 창상 모헬에에 Cycl∞ocygenase-2 억제채의 총양 억채 기 생명훈 
전에 판한 연구 

• 석 사 
성 명 논 긴 Ci: 저| 목 일 자 지도교수 

이상준 후적자의 방성재활을 위한 핸드 프리 전기 후두의 개발 김광현 

하청훈 새로운 항-표피 성장인자 수용째 단클흔 항쩨 ISU-I0l의 항암 효능 성영훈 
분석 

이효갱 선천생 천농 환아애서 와우이식의 예후와 수슐전 뇌대사량 특성의 오송하 

관계 
최병융 자동화 변죠이용향방사검사와 자동화 챙성뇌간얻k용검사훌 。l용한 신 장선오 

생아 챙력선별검사의 효용성 

E김 흙究홉Ib훌I톨 

@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I 
I 논

 
1. Kim KM, Kim YM, 앙피n YS, ~핀1 KH, Chang HS, 

Oloi )0, Rho YS, Kim MS, Oloi EC, Oloi G, 쁘E 

헨쁘， Kim SY, Lee YS, Baek )H, 때m SH, Kim YH, 
1m JH, α‘oi SH, Kim JH; sru여 Group of Korean 
society of Head and Neck Surgeons. Ep‘:demiol앵C 
suπey of head and neck cancer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03 Feb;I8( I):없7. 

2. Koh VY, Sun YH, 샌암 YG， C비 JG, 때m CK, 

chemαaxisof 비ood nculrophils from patients with 

pnmary cil때Y 여양1nesia. J κ.orean Med Sci. 2003 
Feb;18(1):36-41. 

3. Lee SJ, ~inl 암i. Suruz MW, S매n HY, It여1 JL, Kwon 
TK, Hah JH, Kwon SK, Park SW. Treatment results 
of 야diatric nonorbital head and neck rhabdo-

번호 므
 ι 

myosaπoma 잉ld related prognostic faàors. κorean J 
a벼와꺼1앵. 2003;46(11):965--70. 

4. Sun 0 Chanll. MD; Dae W∞ Kim, MD; 11 J∞n 

M∞n， MD; Byung Yoon Choi, MD; Hyo Jeong Lee, 
MD; seun2 Ha Oh. JIIID; S∞ng κ.eun Kwoo, MD; 
Myung깅lul Lee, MD; and Chong Sun Kim, MD; 
Postoperative Results of Congenital Middle 닮r Choles
tealoma According to 1αation， Type and S‘age. 
Korean J Otolaryr멍이 2003;46(11):922-7. 

5. Hyun Min Park, MD; 싫ng J‘mJ∞n， MD; Shin Keun 
Jeong, MD; Won iI αlOÎ， BS; Byung-Kuhn Park, MD; 
Chung κu Rhee, MD; and ~m 0 αlan2. M1). 

단a1uation 때d Prevention of Gent뻐뼈n-뼈uced 

Vestibu!otO}이city in Rabbits Using Off-Vertical A잉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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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η， 짝딱효. Associaûon 0[ 버A-DR and type 11 

αlI1agen aUloi.nmJnity with Me!피ere’sdi풍3Se. Tissue 
An디얽15. 2003 때;61(1):99-1어. 

10. K!m CS. 0lan2 SO. 아1 5I:!. Ahn 5H, Hwang æ , 
I..ee 테. Mana뽕nenl of intralcmporaJ fad외 %πe 

schwannoma. Otol Neurα01. 2003 Mar;2셰(2):312-6. 

11. Yi WJ, 없rk KS. Lee CH. 암1ee α. Corr잉aûon 

between ciliary beal frequency and metachronaJ 
wave φsorder using image 따llÙysis melh여. Med 

Biol 당18 Comp띠. 2003 J비;41(4):481-5. 

12. 샌묘1흐， 따m JW. Hong SC, Dhong 비， Ja미1 PR, Jin 
Y. Path야~enetic mecha띠sm 0[ oIfactory cell injury 
after exparure 10 s\뻐Jr dioxide in micc. I..1ryngo
scope. 2003 00c;113(12):2157-62. 

13. 아1 51. Min Y'g. 찌m JW, Lee 5J, ]arin PR. 
당pression of 띠버co잉desynth양es in nasal mucosa 
frorn a mouse model of aJlcrgic rhiniûs. Ann Otol 

번호 ." 
lI: 

Rhinol I..1ryngol. 2003 αt;112(lO):~용903. 

14. 1m 5H. W앙19 KC. Kim 5K. chιJfig YN. Kim HS, 용효
댈. OJO BK. Transspherlo빼J microsur흙ry for 
뼈iatric crani빼aryngiorna: s~엉외 consideraûons 
R용며iog indicaûons and method. P혀iaσ Neurosurg 

2003 ]띠;39(2):97-103. 

15. Lee ]5. Lce D5, 야1 5H. Kim α， 때m JW. Hwang 
æ. K∞ JW, Kang. E, αlUßg JK, Lee MC. PET 
evidence 0[ neuroplasticity in ad띠1 audilory cortex 
。f αxωngu외 dcafness. J Nucl Med 2003;44:1435-9. 

16. 아1 5H‘ Kim α. Kang 티， Lee D5, Lee H], 댄~ 
원‘각쁘효건， 바ang CH, Park H], K∞ JW. Spcech 
야πeption after cochlear 띠1plantaûon over a 4-year 
ωne period. Acta Otolaryngol 2003 ]an;U3(2):14용53. 

17. 짝핀_J_건. <llae SW, juog HH. Mucoepiderrnoid 
aπin(기na arising from the Euslachian tube and 
mi여Je 없r. J Laryng이 Otol. 2003:117(3):202-4. 

[[J 형홈現況 

Q)진료현횡 총괄 

혼원 소아병원 

외래환자신환 6491 2693 
업원환자실수 경55 739 
사J앙환자 2 0 
입원수술건수 1947 964 
외래수슐건수 979 295 
수술건수합계 2825 1149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자수 

순위 명 명 흰자수 

1 만생충이영 2034 
2 알혜르71 비염 1685 

3 안생후비용염 1348 
4 삼출생충이염 1051 

5 이명 855 

• 병명별 상위 5대 질환수 (수슐환자) 

순위 병 영 흰자수 

현도，아데노이드비대중 168 
2 만성 충이염 122 

3 만성 부비·흉염 108 
4 비충격만곡중 64-

5 삼출생충이염 61 

’ 수술별 상위 5대 수슐 
순위 수 술 건수 

연도，아대노이드절제슐 168 
2 부tll흉내시청수술 125 

3 중이영수술 115 
4 비충격교갱술 64 

5 중이환기판상업슐 61 

• 수술별 상위 5대 수술 (외래수슐) 

순위 수 술 건수 

1 중이환기관양입슐 118 
2 Epley maneuver 42 

3 cvr 30 
4 Biφsy 27 

5 N싫aJ Bone reduction 19 



Tubingen대학) 

.. 9월 7-11일 유럽 빽내장굴철수슐 학회(ESCRS) 

(독일 윈뺀) 

참석자:이진학，권지현，이우진，신영주 

.. 9월27일 의국야유희 (장소: 청계산， 참석자: 교 

수， 전임의， 천공의， 사무훤， 간호사， 검 

사실， 연구원， 보라빼병원 분당서울병 

훨 안파직훤) 

.. 10월10일-12일 재 89회 대한안과학슐대회 (장소: 

서융 힐튼호텔) 

.. 11월16일 3년차 전공의 외부병원 파견보고회 

.. 11월21일 수석션콩의 인수인계식 

φ 인사 사항 

안과찍교실 .237 

.. 11월24일 3년차 연구결과 발표 

.. 11월28일 20C껴년도 1학기 대학웬 입학시험 합격 

자방표 

석사: 김상진， 요주연， 문출용， 청진욱 

박사: 갱빼영， 신영주 

.. 12월16일 신업 전공의 션방 면접시험 

1) 12월19일 2004년도 신입 안과전공의 합격자 발표 

김푼청， 검신우，박청현，서제현，이종주， 황준서 

1) 12월20일 동문송년회 

(장소: 서율대학교병훤 임상의학연구소 지하강당/ 

7}든뷰) 

직읍 성 명 인 사 내 용 일자 

교 수 위훤량 훈당서율대학교병원으로 발령 2003. 3. 1. 
혹l교수 박기호 조교수얘서 부교수로 발령 2003. 10. 1. 

초교수 김미곰 전임강사대우로 신규 벌령 2003. 4. 1. 

조교수 김미금 전임강사대우애서 조교수대우로 발령 2003.10. 1. 

l1J 률t育現況 - 주요실습교육현황 

φ 학사과정 

-강의 현황 

1학기 풍안 총 19시간의 안과학강의 시행 

- 실슐병원 및 담당교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10시에 그훌토의를 시행 

하고， 오전 10시·오후 5시에 본원외래， 본원병실， 소 

아， 외부병웬으로 그홉별로 순환하며 견학실습을 하 

였다. 

1. 서울대 병훤 : 장용련， 이진학， 정 홈， 김동명， 

유영석， 팍상인， 박기호， 유형곤， 

김성준， 김미금 

@학위수여 

· 박사 

성명 논 문 제 목 

@ 대학원 과정 

- 1학기: 안팡학 

- 2학기: 안면역학 

김미금 양악 위예 빼양한 융부각막상피세포률 토꺼 융부컬핍모렐에 이식한 후 형 

성되는 유확복합쩨 양태 연구 

이준교 냉풍 치료가 망막상피세포애 미치는 영향 

김태우 마우스에서 철믹하 주사로 후여한 고분자{Macromole)의 안조직내 훈포 

김성춘 시피질 신경세포의 활동생 변화훌 룡혜 알야본 시자극 차단 효과 

일자 지도교수 

2003.8 이진학 

zα>3.8 청 홈 
2아>3.8 김통명 

2004.2 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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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50 17:00-18‘m 
월 융톡회 초독회 및 엄상토의 

Comea Conf않nce (1주) 

화 융톡회 
Glaucαna Conf"erence (2주) 
UVI잉tis Conference (3주) 
액내장， 굴절 교갱 Corúet앤lCe (4주) 

" Retina co띠g힌lCe (1 , 3주) 

융톰희 
연구 Conference (2주) 

수 
안과 방사선과 Conference (4주) 
안과 병리과 Conference (4주) 

목 융독회 

:ni 금요세미나 (7:30-용:3이 S뼈cal Conf얹nce 

토 Faculty 따ture (7: 3()-8: 30) 

E낀 맑究現況 

@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Z 논

 

1. 권재수， 박언기， 광뾰. 토끼의 피흩빼 삽업한 Prolene 
용합사 l∞p의 Slippage얘 대한 다공성훌리에틸렌판 

의 예방효과. 대한싼과학회지 2003;44:402-409. 
2. 우세준， 앞죠혈， 훌컬밀. 눈 기울엉 반용. 대한안과학 
회지 2003;44:374-383. 

3. 이상목， 이재홈， 활경외. 공막돌륭슐의 합병중. 대한안 
과학회지 2003;44:321-330. 

4. 한영근， 윌훨효. 군날개철채술 후 발생한 괴사성공막 
염에 대한 연역억제재를 이용한 치료 대한안과학회지 
2003;44:η2-2n. 

5. 박현찬， 효효화. 앞허혈시신경병종의 임상양상. 대한 
안과학회지 2003;44:144-149. 

6. 김 철， 활절외. 원시훌 홍반한 내사시애서 처융 안정 

확용 후 정과. 대한안과학회지 2003;44:134- 143. 
7. 김청훈， 활좌와. 외사시 수슐 직후 20':' 이상 과교갱된 
경우의 추척판창. 대한안과학회지 2003;44: 121-127. 

8. 김 철， 좌캘효， 효영설. 비대칭 미숙아망악명중의 영상 
특성과 예후. 대현안과학회지 2003;44:107- 114. 

9. 강자헌， 앞긴훌， 좌효멸. 시신경 압박손상모댈에서 유 
리;쩨강내 주입한 CNTF의 취 망막신정절세포에 대한 

신경보호효과. 대한안과학회지 2003;44:491-495. 
10. 한수정， 표쏘잎. 안구내용제거슐 후 다용성 훌리얘틸 

핸 안와삽입율 삽입융 위현 공막뒤집기법. 대한안과학 

회져 2003;44:534-541. 

번호 
a 
I 

11. 김종현， 죠업설. 소아 천공생 안외상 운의 임상청과와 
시 력 예후인자. 대한안과확회지 2003;44: 699-705. 

12. 김남주， 윤병우， 효-효， 죠혈곧. 훤측 내정동액 협착 
환자에서의 망막 미세협류의 변화. 대한안과학회지 
강X>3;44:663용68. 

13. 좌훨， 뾰골， 짧설， 효호， 갚효화 토끼 망악의 
빛 차극과 전기 자극에 의한 시피질 반용 측정. 대현안 

과학회지 뼈'3;44:732-737. 

14. 박원찬， 경-효. 충간 포도악엽의 임상 양상. 대한안과 
학회지 2003;44:344-349. 

15. 궐좌월， 김청숙， 최수용， 의죄활， 윈월효. 마이크로주업 
휩프톨 이용한 자동화된 약훌지속방출시스댐. 대한안 
파확희지 2003;44:2117-2121. 

16. 우세준， 좌효멸. 갱상 안압에 갱상 시야훌 보이는 국소 
쩍 신청섬유충결손. 대한안과학회지 2003; 44:2058-2064. 

17. 최혁진， 효혈쿄， 호효. 급성 훌혈성 앙막충심갱맥예쇄 
의 임상척 특성. 대한안과학회지 었>3;쩨: 1781-17잃. 

18. 전연숙， 서숭희， 김인규， 월월효， 의죄활. 사랍 눈에서 
T때3명Uta!마nase 4의 벌현과 분포 양상. 대한안과학회 

지 2003;44:1872-1힘8. 

19. 조법진， 이근장， 차흉훤， 윌월효. 얘탄용 쳐리된 각막상 
피써포의 생존융 빛 천자현미갱척 변화. 대한안과학회 

지 2003;44:1619-1628. 
20. 신영주， 경학수， 발긴혹， 죠뾰골. 비중식생 당뇨망악병 



@ 빼외학흩지 주 연구논운 

번호 논 
o 
<r 논

 
1. Han SK, 건보쁘&..l센. 까1yroid disease and v'얹ical 

reαus muscJe overaction after retrobulbar ane빼esia. 

) CataJaa Refract Surg 2003;29:78-84. 
2. 건옆뿔」샌， 짜m ]Y, park SS. Leber's he빼tary 따ic 

neur야Xlthy mutations in ethambutol-induα퍼 야>tic 

ne띠이Xlthy. ) Neuro1 2003;250:87~. 
3. 댄딱효1， Kinl )G, Y맡 YS. <llorioretinal lesions in 

patients with chro!Úc granulomatous cllsease. Retina 

2003;23:360-365. 
4. Han YK, Kwon ]W, Kim )S, Cho CS, 쁘뾰잭면， 얻ξ 

I젠. In vitro and in vivo study of 1윈15 refìlling w파1 

φloxamer h때rogeI . Br) CφhthaJmol 2003;87:1399-
1402. 

5. 얀L펀， 막쁘g_젠， Yoon TG, Yum KW, 찌m HJ. 
&어late ga때lion block increases 비αxi f10w into the 

optic nerve head 'and the peripapi뼈ry retina 띠 

human. Automic Neurα;cience:Basic and Clirûcal 

2003;109:53-57. 
6. w，∞ S), 월쁘뀔， 짝맘쁘. com뼈rison of loca따ed 

nerve flbre layer defeas betw않n normal tension 

glaucoma 때d πimary 야>en an밍e 빙aucoma. British 
)oom외 ofCψhth때nOI앵y 2003;87:6954)8. 

7. 겐옆뾰」센， Chung DC, Traboulsi El. A new 
syndrome of heredítary ∞n양nital comea1 야Xl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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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a guttata, and coreaopia. Arch Cψhthalmol. 

2003;121: 1053-4. 
8. Kinl N), 놓ε」건. 티Teα of an acrylic posterior 

cbamber intraocular lens α1 π)5lerior ca여.lIe 

야XlCÛJCaωn in cataraa patients with ass∞atecl risk 
faα。IS. )oomal of Cataraa and Refractive Surgery 

2003;29:157>-8. 
9. S비n YJ, 쁘응」겐. CUrúcal OJtcome of Clear Lens 
앙traction 띠 High Myopia After Epikeratφlasty 

Lenticule Remova.l. )oumal of Refractive Sw양ry 

2003;19:383-4. 
10. W∞ S], 냥응꾀. 타feα 。f cen때I COffii얹I thickr없 

。n surgically indua:최 싫tigmatism in cataract s따얽y. 

Jωm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 2003; 
징:2401-6. 

11. Ahn JK, Y브피흐， 엎브rUL!:!， 힌쏟객~， 놓ε」건. 
Transscleral f1Xlltion of a folda비e 띠σaocular lens 띠 
ap뼈kic vit:reaomized eyes. )ωm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용ry 2Q03;29:239O{). 
12. seo ]M, 얻딱효1， 잎쁘&...!:!， κm ET, 쁘쁘， 싹표. 

Biocompatibility of φlyimide r!ÚcroelearαIe array 
for 떼m외 stimulation. Mater빼 Science and Engi

neering 2003;C24: 18~ 189. 

@ 해외 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a 
I 논

 
논
 

1. Kim j)’, 센쩍많」센， 댄왼&효!" Park SS. S야ctrum of 
the mitochondrial DNA mutations of Leber’s here
ditary 。뻐c neur야athy 비 Korcans. J Neurol 2003; 
250:278-281. 

2. Kinl )H, 브E쁘g_j센， Hwang YS, Kin1 IÇ’, αlae 꺼. 
a피예'I()()(j αular M앤앙lenia Gravis. Ophthalmol앵y 

2003;110:1458-1462. 
3. Kweon HY, Y，∞ MK, 쁘u건， 뭘홈객멸， Han YG, 

Lee KG, cho α. Preparation of a Nov，허 Poloxamer 

Hydrogel. J 때pl 며π1 sci 2003;88:2671ι2676. 
4. <llo KY, Chung 1W, Kinl BC, Kim MK, 쁘효」건l 쁘용 

엎뀐，Ch。 α. Re뼈sc of ciprofloxacin from POIαa
mer-graft-h앤luronic ac넙 h얘roge뇨 in vitro. Interna
tional Jωn힐J of Phamaceu삐cs 2003;260:83-91. 

5. Lee ES, “m HS, Bar쟁 D， Yι걷으， 탤ung H, Shin 
DH, Song YW, Park YB, 냐e SK, S매n SK, Kinl WH, 
<lloì ), park B), Lee S. OeveJ，야xnent of cψùca1 

번호 무
 
-

activity form for Korcan 뼈tients with Behcet's 
disease. Adv Exp M여 Biol. 2003;528:153-6. 

6. M∞n SY, Park SH, 건뾰n&J퍼， 찌m )S. α뼈palatal 

tremor after pontine hemo벼1age. Neurology 2003 oec 
9;61(1 1):1621. 

7. Ja여ue피le van dcr Spuy, Kim ]H, Y요 YS， Agoston 
Szel, Philip J ω않rt ， B따n J Clark, Micha잉 E 
Cheet뼈m， 까le expression of the Leber cα1양nital 

ama따a;is prα잉n AlPLl ∞incides with rod 와KI α)!lC 

pholorecep‘。r developmeru. Invest Ophi뼈mol 까s Sci 

2003;44:5~용5403. 

8. H Baac, J-H Lee, 1띤&씬으효얻， 까{ Park, 건쁘뜨막쁘g， 
응o Lee, SJ Kinl. Submicrαl-scale top야V3phical 

∞ntrol of cel1 growth us띠g hol앵'3p.바C 잃rface relief 
graω19. Materials Science and 당1링nee미19: C. 2003; 
24(1-2):209-12. 



나) 망막 클리닉 : 금요일 오후 - 당당 : 유형곤 조교 

수 ; 3，767명 

다) 포도악영 률리닉 : 금요일 오션 - 담당 : 유형곤 

조교수 ; 3，149명 

라) 당뇨망막 륭리닉 : 수요일 오전-담당 : 정 홈 교 

수 ; 4 ，183명 

마) 액내장 클리낙 : 월요일 오후 - 당당 : 이진학 교 

수 ; 3 ，047명 

바) 각악 클리닝 : 화요일 오전 - 답당 : 위훤량 부교 

수 ; 1 ，169명 

사) 라식 • 콘택트렌즈 률려닉 : 목요일 오천， 화요 

일 • 토요일 오후 - 담당 : 김마금 조교수 ; 1 ，703명 

@검새치획 실적 

(1) 시야검사 (Visual fìeld examination) 

월 2 3 

본웬 436 367 419 

환자수 소아 37 39 16 

계 473 406 435 

(2) 전기 생리학척 검사 (ERG, E∞， VEP) 

1) 망막전위도 (ERG) 

월 2 3 

본훤 248 221 249 

환지수 소아 14 19 10 

계 262 240 259 

2) 안전도 (E<Xì) 

월 2 3 

본연 7 4 6 

환자수 소아 1 0 

~ 8 5 6 

3) 시유발천위 (VEP) 

월 2 3 

본씬 19 30 25 

환자수 소아 11 24 8 

계 30 54 33 

4 5 

462 370 

15 23 

477 393 

4 5 

219 정9 

10 19 

229 258 

4 5 

3 6 

1 0 

4 6 

4 5 

25 33 

11 9 

36 42 

6 

428 

24 

452 

6 

197 

11 

208 

6 

3 

4 

6 

27 

2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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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시력 클리늬， 라식， 콘택트헨즈 클리닝 : 월 · 

화·수요얼 오후 - 담당 : 권지휠 전임강사 ; 

1 ，613명 

자) 녹내장 클리낙 : 화요일 빛 목요일 오후 - 담당 : 

김풍명 교수 ; 2，746명 

차) 녹내장 클리닝 :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 - 담당 : 

박기호 부교수 ， 5，π2명 

카) 안성형 클라억 : 옥요일 오천 - 담당 : 팍상언 부 

교수 ; 1 ，640명 

타) 사시 • 신경안파 률리닉: 수요일 오후 - 당당: 김 

성춘 조교수 ; 818명 

7 8 9 10 11 12 껴| 

479 443 338 짜4 416 533 5185 

29 47 29 15 21 29 324 

sæ 490 367 459 437 562 5509 

7 8 9 10 11 12 겨| 

153 179 200 243 178 175 2501 

16 11 13 15 13 13 164 

169 190 213 258 191 188 2665 

7 8 9 10 11 12 겨| 

4 4 2 0 2 5 46 

0 0 0 1 1 2 8 

4 4 2 1 3 7 54 

7 8 9 10 11 12 껴| 

28 35 40 26 34 32 354 

18 8 15 15 12 15 171 

46 43 55 41 46 4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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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각막 내피세포 촬영 (Specu1ar ßlÎcros∞py) 

월 

환자수 

껴| 

2,332 

(11) 초옴따검사 (U1없sooography)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본원 185 166 186 190 175 193 142 173 1&:l 강9 173 150 2,142 

환자수 쇼:O~ 14 9 8 21 16 12 19 13 21 24 21 9 187 

계 199 175 194 211 191 205 161 186 201 253 194 159 2,329 

(12) 망막신갱샘유충촬영 (Re빼J Nerve Fi냥r layer Phαography) 

월 

환자수 

껴| 

2，6π 

사
 -닭

 
} 懶-월

-
햄
 

m 
-

계

-
m
 (14) 시신경유두 입체촬영 

월 

환자수 

껴| 

2,465 

(15) 각막두깨 측정 (Pachymeoy) 

월 

환자수 

사
 F 랩

 
-

려
「
 -

-
-
수
’
 

사
 

-월
 -
자
 

저
 -

-
환
 

삐
 
-

-

t
·‘ 
-
-

껴| 

242 

계

-
m
 

(17) lOO-hue 잭각검사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겨| 

본원 7 6 3 l 2 4 4 4 1 0 0 33 

환자수 소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7 6 3 l 2 4 4 4 1 0 1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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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슐건수: 626건(입원 : 592건， 외래 :34건) 

• 수슐별 상위 5대 수숨 (외래， 중앙수숭장) 

• 외래 

순위 명 흩 “ T 

사시조청수슐 

안검 뱅리 조칙 생검 
군날재절제슐 
철막생형슐 
산립종철개슐 

’l 
,‘ 
,3 
t4 

tJ 

-충앙 

수훌건수 

뼈
 

@w 

“어
 갱
 m 

명 술 “ T 

빽내장수슐 

사시수슐 
유리체절쩨술 

부안검수슐 
땅악박리수슐 

순뀌 
--
‘‘ 
,3 
‘q 
</

- 외래 총환자수 : 26‘624명 (초진 : 6 ，724명， 재진 : 19，잊)()명) 

- 입원환자수 : 1001명 

- 수슐건수 : 2 ，034명 (입훤수슐 :920명， 외래수술 : 110명， 혜이저 : 1004명) 

- 수슐명 별 수슐건수 

수 1t 
백내장 

사시 

안겸하수 

망막 
기타 

셔용시협보라매벗휩 

“‘ T 건 

-
뼈
 
m 
? 

역μ
 
& 

숙
드
 

J ‘ T 명 



수석방사선사로 전보방령되었다. 

@진료및 학흘훨동 

3훨부터 진단방사선과로 인턴이 1명 배쟁이 되었다. 

2월말로 6명의 전공의가 전운의훌 획득하였고 3월부터 

새로운 8명의 전공의가 입국하였으나 한명이 사직하고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임의로는 13명이 입국하여 근 

무하였다. 

학슐활동으효 1월6일부터 10일까지 πle 2nd Inter

national Intensive Course for lnteπentional Radiol앵Y 

(IIQR)가 개최되었고 약 25명의 중국인이 참가하였다. 

6월 7용일에는 Int하녕tiona l se에 Radiolc횡y Symrxr 

sium옳 흉부방사선과 분야에 대하여 개최하였다. 7월 

12일에는 논문작성법찍삽융 개최하였다. 

9월24일에는 아태 소아방사선의학회가 임상의학연구 

소에서 진행되었고 연정모 교수가 대회장이었고 김인 

훤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일하였다. 

11월14일의 운파기념강연은 lmaging of Urir때Y 

Tract의 제목으로 검숭협교수 퉁 비뇨생식기계 분야에 

서 진행하였다. 

@신설된 진료수가 

수가코드 적용일 수가영(국문) 

RG70315 2003-0}{)4 슐관철단순촬영 
RC3073 200.웃QS.Ol 져용량 선별 흉부-cT(1회검사시) 
RF116 200웃O듯23 위장조영%훈후 소장촬영(소아만 척용) 
Ruro:)l 2003-05-26 청피척 고주파 혈치료 (2회검사시) 
Mβ~ 2003-07-01 자기공명영상촬영 간이식 

RM307 2003-07-01 자기풍명영상항영 혜답도계 

RM3æ 2003-07-01 자기풍명영상촬영 레조비스트 

RM309 2003-07-01 자기공명영상촬영 소장 및 대장 
RM310 200.웃07-01 자기공명영상촬영 관철강조영술 

RC303 2003웃-07-02 고해상력 CT 
RC907 2003-07-02 3차원 주관철 CT 
RC쨌 2003-07-02 3차웬 슐판철 CT 
Rα03 2003-07-21 3차웠 소장 CT 
Rα04 2003-07-21 3차원 대장 CT 
RC잊)9 2003-07-21 3차왼 간담혜 CT 
RC엇)91 20빠07-28 조영쩨 주입전 혹부 3차웬 CT 
RM203 2003-01놓11 자기공명영상혐영 유방 스크리닝 
RM204 200웃08-11 자기공명영상촬영 유방 케모 
RC405 200웃α~15 3차원 위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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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월낀일 주동웅 명예교수깨서 영연하시었다， 4월 

19-20일에 청명의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교실 발전째미 

나가 개최되었고 천공의 교육얘 관현 분임토의가 있었 

다. 5월23일에는 교수일동이 분당개훤율 축하하여 분당 

병원율 방문하였다. 

한국방사선연구재단에서는 7월8일 이사회흘 개최하 

고 신임이사장으로서 한만챙 명예교수블 추대하였다， 7 

월28일에서 8월2일까지 일주일간 본원의 심장센타 의 

료진과 함께 박재형 과장과 협관조영실 직원들이 명양 

의학대학병원율 방문하고 간동맥조영술 및 색전술과 관 

상동맥조영술융 시연하며 기술융 전수하였다. 

10훨25일애는 전직원 산행으로 대모산으로 융라 과 

천까지 즐거운 시간올 가졌다， 11월2일에는 전흉척인 

석호배 태나스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15일에는 동문망 

년회훌 개최하고 통문간의 우의률 돈똑히 하였다. 

그 외의 교수 소식으로는 장기현교수가 대한방사선 

의학회의 차기회장으로 피선되었고 박재형교수는 순환 

기질환의공학회 이사장에 피션되었으며 최병인 교수는 

6월에 써째초옴파학회 수석부회장와 미국 초옴파의학 

회 종신회훤， 오I.\~아니이초용파획회의 종신회원이 되했t. 

수가명(영운) 보험수기 

Knee PA (Rα;enbcrg vicw) 6570 
ψw dose scrcening chest CT (1회검사시) 104570 
UGIS 30훈후 SBS 57444 
힘Ultaneous radio{req뼈"q a비atioo(2회겁싸J) 425000 
MRI üver Donor 잣뼈)00 

MRl Pancreatobiliary PrαOCOI . 580000 
MRl Reso。‘rist 58α)()() 

MRl Bowel Serics S80000 
MRl Arthrography s8(뻐m 

HRCT 106478 

CT 티∞w + 3D 136190 
CT Knee + 3D 131402 
CT Small Bowel + 3D 212222 
cr Colon + 3D 216272 
cr Hepal여Jiliary 없ncreas + 3D 212222 
crAB~또N(non ∞ntrast) + 3D 134482 
MRI Brcast: Screer피19 S80000 
MRI Breast: Olemotherapy 35α)()() 

S10MACH CT + 3D 216554 



rn 훌훌育훨휩R 
1) 학생교육 

CD 주간실습표(1주) 
시간 월 

Q8:()() 

09:()() 

10:()() 

11 :()() 

12:00 

13:00 

14:()() 

과연그목관홉소조토개영의술 및 
15:()() 

박재뱅，조춘희 
16:()() 자율학습 

17:()() 흉임부(1) 
갱기 

(재2주) 

시간 월 
00:00 

09:00 

10:00 

11:00 

12ill 

13:00 

14:00 
입상실습 

15:00 
핵외학 

갱춘기，소영 

16:00 

17:00 
-

화 “‘ T 

자흉구율후진학(모n습) 자위최율장병학판인습 

연소갱그아모홉， 위토 이장의주관혁 그훌토의 

김숭비협뇨，기 김계기환 

최명 그위인훌장，토 추판의연명 그톨토의 

김인소훤아， 흉 김부화영 

임상실습 임초상융실따습 임초상옴실따습 임후상실시습 
후시 
(1조) (2죠) (2초) (1조) 
한춘구 김숭협 김숭협 현준구 

화 1 /‘-

자울학습 자율학습 
비뇨기계 신경째 
김숭협 장기현 

그홉토의 그홉토의 
북부 cr 혈관척 중재척 시슐 

한준구， 차주회 정진육， 낌형석 

그홉토의 그훌토의 
두경부/신청계 중찌 소아투시/초융화/cr 
한훈회，초윤구 김우션，김양민 

그홉토의 그훌토의 
총격흥/유방 척추질환 
총재우， 조인철 갱혜원， 싱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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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C:Ii 

자물율광학절습 자한율척문추학회습 
강흉식 

임상실습 임심충상혈실째판습/ 임심충상협실채관습/ 임상실습 CT/MR/ CT/MR/ 
소아 소아 
(1조) (2조) 갱 (2진조욱) ( 1조) 
김우션 갱진육 김우선 

그톨토의 그홉토의 
뇌 CT/MR 폐철환 

장기현，유인규 임갱기，김혜영 

그훌토의 그톨토의 
근팔격계 구진 기모도，/흉 장악현갱 강흥식，최두환 

목 ë그I 

자융학융 자율학습 
신젤환 심혈판/중재 
연경모 박재형 

컴퓨터 그의톨 방토사의션과척 
용용 슐라이드 시험 

갱진육， 이청훈 

그훌토외 구슐고사 

비혈판객 중찌척 시슐 천교수 
총치성，이갱근 

그훌토외 
소아 비뇨기계 토론빛명가 
천갱용， 흥주회 



요일 시간 

신경계 수{비갱기) 5시 

신정계 육 7시 %분 
신정계 육 2시 

신경째 옥 5시 

신정계 1t 7시 
보건직(기사) 목 4시 

복부 월(격주) 5시 

혹부 화 5시 

복부 화(첫쩨주) 5시 

복부 묵 5시 
륙부 금 7시 %분 

북부 금(마지막주) 5시 
북부 월(셋째주) 5시 

비뇨생식기계 화(격주) 5시 

비뇨생식기계 수 7시 %훈 

비뇨생식기계 수 4시 

소아 매일 10시 

소아 월(월1회) 2시 

소아 화 I시 

소아 확 2시 

소아 "T‘- 3시 
소아 수 4시 

소아 욕 7시 햇분 

소아 욕 I시 

소아 목 2시 

소아 옥 4시 

소아 =n1k 8시 

소아 1t 3시 

심혈팡 웠 7시 %분 

심혈관 화(격주) 5시 

심혈관 토 10시 

심혈판(방학기간충) 토 10시 

흉부 매일 4시 

흉부 월 7시 %분 

흉부 수{1，3주) 5시 

흉부 수(2 ，4주) 5시 

흉부 1t 7시 

education 화 5시 
education 수{첫쩨주) 8시 

@천공의 교육 

가)일반원칙 

- 3개월 rotation융 현칙으로 한다. 

1) Chest 3개월 

2) GI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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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상과 

학생 conference 신경외과 

Neuroradiol앵y 신경외과 
Research meetir핑 

ENf 이비인후과 

NS 신경외과 
RTR 

S(omadνbiliary 내파북부， 외과 

학생 ∞nf 내피-복부 

TPL ∞nf 외과이식 

S따gica1 conf 외과 

Subspcdality 
북우병리 ∞nf. 병리과 

Uver conf. 
Uro 비뇨기과 

Subspeciality 
OBGY 산쭈인과 

on∞때y 소아총양과 

pathol앵Y 병리과 

PGR 소아과 
Pcd-Rad 소아과 

GI 소아획부 

on∞l앵Y 소아총양과 

Subspe생lity 

Neuro 소아신갱과 

N∞natol앵y 소아과N1CU 

Uro-Nephrology 소아과，비뇨기과，핵의학과 

ProbJem case 소야과 

Surgical 소아외과 

Subspeciality 
Vascular 외과 

Heart 내과순환기， 흉우심장 
V잃cular 외과 
pulmonology 내과 호홉기계 

Subspeciality 
Tumor board 내과효홉기계 

학생 ∞nference 내과호홉기계 

TS 흉부외과 
치료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내파 내파 

3) Booe 2개월 

4) Uro. 3개월 

5) α 2개월 

6) Neuro Interventìon 강H훨 

기 US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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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쩨 목 연 찌 좌장 

4:004:40 <linical applica따\$ ci renal 1)(ψpler 버따었uxt 김송협 (셔융의대) 박재형 

4:40-5:20 MRI ci the urinary l:r3。 김보현(성균관의대) ” 
5:2O-Q:00 cr features of 때야r urínary I:r3ct 댐rcxsugu 뻐nechika ， MD (앙lOWa U미versity) 한만챙 

abnonnalities: 따ef띠ness of 3다cr ìmages 

E낀 흙究現況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a 
I 논

 
논
 

1. 장현청， 한춘구， 이경효， 김태경， 김세행， 최병인. 가토 

간예 유발한 VX2암종의 발견을 위한 Supe뼈1'3-
magnetic lron Oxide 죠영중강 뼈l의 척갱 Sequence. 
대한방사선의학회지 2003;쟁:39-46 )ang 비. Han JK. 
Lee 앤. Kim 11<. Kim SH. αlOi BI. P미양 Sequence 
optirr따ation for Superparamagnetic 1100 Oxide

enbanαrl MR lmaging in the De‘ection of Hepatic 
VX2 Tumors in Ra야Îtsl. ) Korean Ra이。1 soc 
2006;쟁:39-46 

2. 김나라， 김영준， 갱훈용， 이정호， 김세앵， 김효철， 한준 
구， 최병인， 이혜숭， 이정규. 자발성전째괴사간셰포암. 
대한빵사선의학회지 2003;쟁:177-179 Kim NR. Kim η， 

#α1& )Y, Lee 싼i， Kim SH, Kim HC, Han )K, α1이 
BI, Lee HS, Lee GK. Spontaneous 1i여aJ Necrc6is of 

바patoceU내ar Carcinoma 1. ) Korean Radiol soc 
2007;쟁:1π-179 

3. 요청중，고생혜，이정규，김정용，최갱야，박창민，최숭 

흥， 안중모， 김성문， 강흥식. 연골모세포총의 자기공명 
영상: 초영충강 형태훌 중심으로.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3;48:279-284 

4. 임근영， 구진모， 김숭호， 김지훈. 혹부 cr‘에서 바이옹성 
정갱맥 조영제(Pa찌ray)의 임상평가. 대한방사션의학회 

지 2003;49:197-201 
5. 갱생일，최영호，윤창진，이민우，갱진육，박재형.장몰 
갱맥 협착의 원인과 하지 갱액의 혈천 범위가 급성 하 

지 심부 청맥 혈천중의 카대타 혈전용혜술 및 장콜 갱 
맥 스텐트 삽입슐후 재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방사션 

의학희지 2003;49:257-262 
6, κm S). Chang KH, 때m 빠i， choi )Y, Kwon 버. Han 

MH. Varíous (Umo!S in the 4th ventrícle in adults: 
뼈l 뼈뼈.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3;49:155-164 

7, 이민우，구진모，갱명진，박창민，이현주，임갱기. 심혈 
판총의 cr 소견: 중빼보고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3;49: 

번호 므
 
” -

281-284 
8, 팍뱅국， 심형진， 김건상， 이총벙， 송인성， 훈영효， 김동 

환， 김사육， 김진수， 갱진육， 박재형. 토꺼 뒷다리 만성 
혀혈 모행애서 phVEGF165 유천차 치료: 용액내 주입 
과 근육내 주사의 비교.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뼈3;쟁: 

391-399 
9. oleon JE, Kim WS, 따m 10, Koh VY, Lee 비， Yeon 

)M. Small 따rway disease after myα꺼p1asma pneu
monia in d피φ히1: HRcr Hndin흉 and ∞rrelation 

with radiographic f1l1din양. ) Korean Raφ。1 soc 
2003;48:361-367 

10. 융옹주， 김태경， 최병인. 장폐쇄의 진단에 있어서 
HJαπ와 True flSP기법융 이용환 자기공명영상의 유 
용성. 대한방사션의학회지 뼈13;48:쟁5-492 Yun 티， 
Klm 11<, choi BI. 끼'le utility of MR imaging using 
thc HASπ and true F1SP sequences in diagy、∞ing

I:x:riνel obstruction. ) Korean 없diol soc ;nJ3;48:용5-492 
11. 김대진， 김세형， 갱아영， 이경호， 최병인， 한훈구. 칙장 
바륨 육아종의 충혜보고1. 대한방사션의학회지 2004; 
49:43-45 Kim 0). κm SH, )eoung AY. Lee 뻐， Choi 
BY, Han)K. Ba꺼ωn granuloma of the rectωn: case 
mα)(t. ) Korean Radiol soc 2003;49:4}45 

12, 최영효， 정진욱， 최국명， 율창진， 김건하， 운송규， 깅효 
철， 박재형. 간동액조영숨애셔 lopamidol과 lopron꾀de 
의 임상척 유용성의 비교. 대한방사선의학회지 2005; 
48:141-145 α10i YH, Chung JW, αlOiGM， Y∞n Cj, 
Klm 뻐， Moon SG, Kim HC, park )H. Paired 
comparison of )。뼈miφ1 and iOPrOmkJe 띠 hepatic 
arteríography. ) Korean Radiol soc 2003;48:141-145 

13. Klm S), Chang KH. 때m KH, Choi )Y, Kwon B), Han 
뻐i. Various tumors 띠 the 4th ventrícle in aduJts: 
MRl fmdin용， ) Korean Radiol soc 2α>3;49:155-164 

14, Lee MW, Kim SH, 찌m SH, Moon 뻐， park 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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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은회， 켠대청， 김동생， 총인환. 언어중추영역에 대한 
기능척 자기공명영상: 시각척， 청각척 지시과제에 판한 

1I1교. 대한의용쟁쩨공학회지 뼈3;24:241-246 
7. 김계현， 이호， 김용생， 강흥식. 조직 기반 계충척 1lC)n

rigid 갱합 V마비e Human 컬러 단연 영상과 σ 다라 
영상에 척용. 대한의용쟁체공확희지 æJ3;24:2땅'Zf:fJ 

번호 CI 
tr 논

 
8. 이정훈， 이태송，갱인목，하충원，갱중기，갱진육，박재 

형， 김상준. 슐와흥액포확충후군: 12예. 대한혈관외파학 

회지 2003;19:147-152 
9. 박형금，팍철，김송협，갱현，이상온. 정칙장초용파검사 
에셔 발견되는 전럽션철석이 혈충 전렵선 혹이항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3;44:649>654

@ 국외학슐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z 

1. Cha SH, Han MH, 앙10i YH. Y，∞n 딩. B찌k SK. Kim 
SJ. αung KH. Vascular respαlSeS 띠 nonnal canine 

carotid art에양: ∞mparison bctween 얘rious self
expanding stents 0( the same uncoosu'3띠ed size. 
Invesl Radiol 2003;38:9)-101 

2. Cheon JE. Kim 10. Kim CH. 짜m WS. Y，∞ 찌， αlOi 

뻐. Y，∞n KM. lmaging fì뼈in~ after fat graft 
inteπ)()5ilÍQn in an i띠ur어 growth plate an c:지:>e1Ì

men1외 study in rabblts. Invcst Ra이이 2003;38=695-703 

3. Oloi BY. 칩m WS. αleOIl JE. Kim 10. “m CJ. Yeon 
KM.l바lammalory myofìbroblastic tumour 0( the liver 
inacl피d: Cf ar녕 MR fìr피i때s. Pediatric Radiology 
2003;33=3ι33 

4. Oloi HJ. Kim SH. Kim SH. κm HC. P:강k CM, Lee 

버.M∞n MH. Jeong JY. RUpl\lred ∞따IS luteaJ cyst: 
cf fm이n용. Korean J Radiol 2003;4:42-45 

5. OIoi JA. Kim JE. Koh SH. Chung HW. 없ng HS. 
Art비0여thy 비 behcα disease: MR lmaging HndinE양 
in IWO C3SCS. Radiology 2003;226:387-389 

6. α10i SII. G∞ JM. Kin1 HC. 1m JG. PulnlOnary 
arteriovenous flSωlas dcveloped after chemαherapy 

of metastatic ch어ocaπinoma. AJR 2003;181:1당4 

1546 
7. OIoi SH, Chung JW. 야e HS. HepatoceU비ar caπ1-

noma supplled by ∞n외 f10w after repeat，어 transca

theter arterial cl뼈noemφ따ation. AJR 2003;181:81:양 

890 
8. α。i 깨. Yoon 디. p:ark JH, Chung JW. Kwon JW. 

OIoi GM. 8aUoon-occluded retr<횡'3de U'3ns앤nous 

oblileralÏOn for gastric 얘끼α:al 바C여ing: its feasibility 
compared with u'3n에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Korean J Radiol 2003;4:109-116 

9. αung JW. Jeong 버. Joh JH. p:ark JS. Jun JK. Kim 
SH. P，α'CUtanCOUS U'3nscatheter an밍앵'lIp비c emboli
zation in the mana얽neru of 00;t야ic hetoo며"Jage. J 
Reprod Med 2003;48:26용276 

번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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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 JM. Chung 씨， 낭e 1iJ, 1m JG. PO앙앙ior 

subple뼈I n여ules ln patients with underlying 
malignancies: value of prooe compuled lomography. 
J Cαnput Assíst Tomogr 2003;27:274-278 

11. G∞ JM. 냥e JW. 냥e 버. Kim S. κm JH. 1m JG. 
Automated lung nc성ule dc‘ection a< low~ cr: 
αe따삐ary experience. Kαc:an J Radiol 2003;4:211-
216 

12. Han MH. Kwon OK. Y∞n 딩. Kwon BJ, cha 5H. 
Chang 빠i. Gas 흙leI3tion 외ld dot fonnation du피19 

el떼이얘c dctachmenl of gu밍ielrru detach때le ∞il: 

in vitr'O ot훌rvaωIIS and arumal experùnent. AJNR 
2003;24:539-544 

13. Hong SH. Cho1 π. Choi JY. 냥e GK, Choi JA, 
Chung HW. Kang HS. Grading of ame끼or C!\Jciale 
U쩔m인lt injury: diagn05lic cffcacy of oblique coronal 

magnetic resonance in13ging of Ihe knee. J Compul 
Assíst Torn야~ 2003;27:814-819 

14. Jw갱 51. G∞ JM. Han JK. Jang JY, l..ce KU. Lee 빠i. 

1m JG. Recurrent bronchobiliary flSwla: unsuccessful 
manag윈llem with rcpc:atcd i따αtion of metallic 
biliary Slent. J V:싫c Imerv Radiol 2003;14:15η-1579 

15. Kang JW, 찌m SH. Kim KW, M∞n SK, Kim 디， α니 
JG. Unusual pcrirenal Iα저lion 0( a tailgut cys‘
KOI없n J Radiol 2003;3:267-270 

16. “m HC. α1‘mg JW, P:ark JH, Yin YH. p:ark SH. 
Y∞n 딩. Choi YH. Role 0( cf ven앵-aphy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l 0( be띠gn thoraòc central 
venous obstruction. Korean J Radiol 2003;4:146-152 

17. 때m HC, Han JK. Kim KW. Kim YH, Yang HK, Kim 
SH. Won HJ, Lee 앙1. OlOi BI. Afferenl I∞p 

oè6truction 뼈er 용와ic cancer surgery: helical cf 

fmdin~. Al야Jom lmaging 2003;28:624-630 
18. “m JH, G∞ JM, Lee HJ, α1ung MJ. Jung 51. 나n 

KY, Lee MW, 1m JG. Cystic tumors in the anteriα 
mediastinum: radiologic-pathol앵때J correlation. J 



방샤션과학교실 . 259 

번호 논 
a 
Z 

a 
I 

elecuα:le: feasibiliry, safery, 킹ld effe<:t.iveness. Eur 
Radiol 2α>3;13:1324-1332 

41. Lee ]M, Youk JH, Lee YH, Kim YK, 파m α， u CA. 
Detectioo of 뼈patic VX2 rumors in rabbiα: 

∞m쩍꺼son of conventional US and phase-inversion 
hannor피c US durlng the liver-s야cific late phase of 
con따st enhancement. Korean J Ra아01 2003;4: 
124-129 

42. Lee JM, Jin GY, U CA, Chung GH, Lee SY, Han 

YN, Olung MJ, κm CS. Percuraneous radl<r 

frequency thermal ablation of lung VX2 tumors in 
rabbit model using a cool어 tip-elearode: fi않sibiliry， 

safery, and eff없iveness. Invest Radiol 2003;38= 
I장139 

43. Lee JM, Han ]K, Kim SH, S뼈lKL，Lee 뻐， Ah SK, 
Choi BI. A αxnparative expe미nental study of thc 
in-vitro etfLidency of hypertonic saline뀐1hanced 

hepatic bipolar and monopolar raφofrequcncy 

a바aωn. Korean J RadloJ 2003;4:163-169 
44. Lee JM, Y，αJk JH, Kim YK, Han YM, Chung GH, 

Lee SY' 찌m CS. Radi<rfn:씩uι::ncy therrnal ablation 
with hypcttonic saline solution injection of the lung: 
ex viv。 삐d in vivo feasibiliry studles. Eur Radiol 
2α)3;13:2잊0-2547 

45. Lce JW, M∞n WK, Weinmann H-J, Kim 잉， κm 

JH, Park SH, Kim η， Y∞n 디， κm YH, α10 EY, 
Ha SW, Kang WS, α펴ng KH. Comrast-e띠l3nccd 

κR 따a멍ng of κl5t어x:rative scars ar녕 VX2 

g떠noma in rabbits: comparison of macrαm’ecular 
con따st a양nt and gadopentetate dim앵Jum따e. 

Radiology 2003;229: 132-139 
46. Lce KH, Han JK, Kim GK, Byun YR, Y，∞n 딩， Kim 

SJ, αIOÎ BI. a~횡ng of drainage catheters: 
Q\Jα피tative ar잉 b멍n뼈naJ assessnxn by monitoring 
inrracatheter pressure in catheters 하ld rabbits. 
Radiology 2003;227:833-838 

47. Lee 뻐，Ch이 BI, Kim KW, Kim JS, Won HJ, Han 
]K, Kim SH, Park SH. Contrast-er뼈nced dynamic 

번호 논
 

비따.sonography of lhe Iiver: optimizatiα1 of bepatic 
arteri외 phase in norma1 voJUnl않s. Al:녕om lma밍ng 

2003;28:652.(j56 
48. Moon SG, Han JK, Kim TK, Kim AY, Kim η， choi 

BI. Biliary obstruction 띠 metastatic disease: thin
se<:t.ion helical cr Hndings. AIX:Iαn lmaging 2003; 
28:45-52 

49. park BK, 찌m SH, M∞n MH. ldi야>athic presacral 
었I야>erlt，α없I Hbros야:re따t of t:wo cases. Br J 
Radiol 2003;76:570-573 

50. Park CM, Kim WS, Cheon JE, Kim 디， ωmWY， 때m 

10, Shin HY, Yeon KM. Teratoid Wùms tumor in 
d피dhood: cr and ulrrasonographic apα:arances. 
Abdom lmaging 2003;28:44ι혐3 

51. Park CM, Kim SH, Kim 뻐. Recurrent ovarlan 
malignancy: pattems and s야αrum of 따a밍ng 
Hndin양.A벼。m Irnaging 2003;쟁:찌4-415 

52. so 안i， Chung JW, Park 꺼. Balloon fenesrration of 
ia~용피c celiac artery dissec따>n. J Vasc loterv 
Radiol 2003;14:493-496 

53. Won 비， Han ]K , 00 KH. V:띠ue of four.깅inlCOSional 

띠rrasαX흉<lphy in I.Ùrrasonogra야lically guided biopsy 
ofh야)3tic rnasses. J ul따sour념 M어 2003;22:21S-220 

54. Y∞ SY, Han ]K, Kim YH, Kim TK, Chα BI, H와1 

MC. FocaI α)s빠。philic infùrration in the liver: radlo
l。밍c tìndin양 and clirLicaJ α>urse. Abdom lmaging 
2003;갱:326-332 

55. y.∞n q , 앙lung JW, Park JH, Yoon YH, Lee JW, 
Jeong SY' Q lUng H. ’rranscathe‘er arter월I chem
oembolizaion with paclitaxel-lipiαjOJ soIutiα1 in 
rabbit VX2 liver tUITlOr. Radiology 2003;229:126-131 

56. Youk JH, Lee JM, κm α. πlerapeutic responsc 
evaluatíon of rnalignant hepatic rnasses treated by 
interventiαtaI proccd바'CS with α>ntrast-enhanced 

a앓nt dcte<:t.ion 뼈ging. J Ulrrasouoo Med 2003;22: 
911-920 

57. You.k JH, Kim α， Lcc JM. Contrast-e떠l3nced agent 
dete<:t.ion imaging. J Ulrrasourld M잉 2003;22:897-910 

@ 국외학술지 부연구논문 

번호 
a r a r 논

 
1. Ahn BY, Kim 빠i， Moon WK, Pisano 타)， Kim HS, 

ota ES, Kim JS, oh KK, Park SH. pr야Pαlcy- 3J녕 

lactation-associated breast cancer: mammographic and 
sooogy뼈1ÎC flndin~. J Ulrra없.00 뾰d 2003;22: 

번호 

491-497 
2. α퍼ng RF, WU 찌， M∞n WK, chou 에， chen DR. 

Support vCC(or machines for dlagnosis of breast 
tUßlOrs on US irnages. Acad Radi여 2003;10:189-197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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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lOÍ DS. PredictJon of the 뼈lignant Middle 
αrebr밍 An앙y Inf따aion in 바per3æte 1쉽leIIlÍc 

Slroke: EvaJuation with M띠니야월sic Perfusioo cr 
Maps. ) Comput Assist Tomogr 2003;28:5s-Q2 

25. seo DW, Na DG, Na DL, Moon SY, Hong S8. 
Subcortical hypointensity in partial starus epilepticus 

associated with nonketOtic hype멍Iy'α!mia. J Ne따oi

II맹ng 2003;13:259-263 
26. seo J8, 1m JG, G∞ JM, Chung ]M, M∞n WK, Lee 

빠i， 찌m 10. Compa따onof ∞ntrast-cnhanαx:i cr 

angl앵raphy and 용doHnium-e며1anced MR an밍c← 

graphy in 나)e detection of subsegmental-sized 
p띠mo때ry em∞lism. An expe대nental study 띠 a 
pig model. A，αa Radiol앵ica 2003;44:403-410 

번호 논 

27. Shin JH, Lee 없， cho KJ, Han 빠i， Na DG, Choi 

CG, suh DC. Nodular fad띠s of the head and neck: 

Radiograplúc fmdin용. ) oin lmag 2003;23:31-37 
28. y.∞ SY, Kim KW, Han JK, Kim AY, Lee 버， choi 

81. Helical cr of posloperative patients with gastric 

a띠mπ13: vaJue in ev허uaω19 잃명ical compIications 
and tUmOr recurrence. Abdom lmaging 2003;28: 
617-623 

29. y.∞n YS, 짜m SW, H!π KH, Park YC, Ahn η， Jang 
JY, Park SJ, Suh KS, Han )K, Lec KW, park 안1. 

Managenlent of κ)5(0야rative hemorrhage after 얘n. 

。'Cat여uαlenectomy. I-k.."a~야짧roentCf잉앵y 2003;50: 

2201:’ι깅-깅22낀12 

@81뺑본 

번호 내 용 

1. 한만청 면저 진단방사션과학. 일조각， 2003 

2. Kim SH. Radi이앵Y 띠따lJ"3ted: Uroradiol앵y. WB 

Saunders, 2003, P삐ad잉phia 

번호 내 용 

3. 박재형， 김육주， 황상익. 북한의 의학교육 (신A5꺼많 
장) 서율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라프-10，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9월 발간 

@ 단행본 α1뼈g 

번호 내 용 내 

1. Kang HS, Cho KH, Ryu KN. Diseascs of the limb. In 
Peh WCG, Hiran1atsu Y eds. 끼1e Asian-Ocea피an 

textbook of radi이앵y. Sin뺑pore : TIG Asia M어ia， 

2003: 1055-1아엉 
2. Lee H) , Choi 81. T -ccll lymphoma. Radiological 

lmag띠g in Hematol앵ïcal Malignancies. A. Guerma깅. 

Sπinger， 

3. Kim AY, Han )K. MALT Iymphoma. In Baert AL, 

번호 용 

Sartor K α15. Radiol앵lcal 띠13ging 띠 hel113tol앵cal 

malignancies. Springer, 2003:175-197 
4. Han JK, 찌m YH. Disease of thc pancreas. In Baert 

AL, Sartor K α15. Radiol앵ical in13ging 비 hen13-
tol앵cal malignancies. Springcr, 2003 

5. Kim YH, Han JK. Diseasc of lhe speen. In Baert AL, 
Sartor K 어s. Radi이앵ical ín13ging in hematological 

m외ignancies. Sprir멍er， 2003 

내 용 번호 내 용 

1. 미국 흑혀， 박찌형 외， 혹허번호 US 6,645,239 81. pcr I 특허명: f1exi밟 ar녕 생f~따X뼈e stent and 피serting 

No.: PcrIKR99/00697 I de에cefor 잃ch stertts 
륙허일자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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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민우， 갱진육， 김영얼， 제환준， 융영호， 박채형. 
HepatoceUular ca.rcinoma in the ca‘ldate lobe of the 
liver: analysis 0( tumor feeding arteries aα:ording to 

íts 5야떼C locaωn 

24. 박병광， 김송협， 이학총， 최혁찌. RenaJ tumors: 이ffer

g띠aúons wω1 con따st-e바l31lCed 따nnoníc ímaging 

(A흙nt detection 뼈gin빙 
25. 박병광， 김송협， 이학총， 문민환， 최혁재. Renal tumors 

involving both parenchyma and pelvα:alyx: φffer

g띠aúons on trip뼈se helícal cr scan 
26. 어흥， 최혁째， 박병판， 이학총， 김송협. Diffδ-entíaúα1 

of luboovarian abscess from endometri∞is: cr c1ues 
27. 최송흥， 김송협， 최혁재， 박뱅관， 이학종. pre야)(!J'3úve 

staging of uterine cervícal carcinoma: comparisonof 
reuospecúvc and prospecúve study 

28. 갱생일， 김송협， 이민우， 최혁찌， 박병판， 이학총， 문민 
환， 갱준용. Scler해원-apy of pc꺼tOI뼈 incl뼈。n 

αsts: long lerm foUow-up st때y 

29. 김숭호， 김숭협， 이학종， 박병관， 최혁재. Trealment of 
PeI에c absccsses ar떠 fluíd ∞Uectíons: effkacy of 
때nsvaginal IJS.guíded aspíraωn 뼈 d때nage 

30. 이정호， 강흉식， 김재형， 이정원， 강성권 이학종 외. 
Accessory PACS: an 에ìcient SOIUI때1 to han에e 

immense data 용nerated by the newest 피13멍ng 

‘어míques 

31. 한문희， 권배추， 강현숭， 권오기， 김성현， 장기현. 
당Jdovasc띠ar treaurent in pc6t-surgical cc!없-al aneu

rysms 
32. 한문희， 권배주， 강현송， 권오기， 김성현， 장기현 Reví

síon ern∞lizaúon of ∞rebral aneu깨sms previously 
lreated by detachable ∞ils 

33. 성낙총， 권배주， 장기혐， 한푼회. 뇌경막 통정액루의 
MR영상 및 MR혈관조영술의 소견 

34. 한문회， 권배주， 강현숭， 권오기， 김성현， 장기현. 
Cerebral A VMS with purely Hstulous type: result of 
endovascular treatment and long-term follow-up 

35. 최송흥， 김인원， 유소영， 임근영， 김우선， 연정모. 뼈 
띠a밍ng of small ∞rtícal and subcortícal tumors of 
d밍ninthed피dren presented with seizure 

번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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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나라， 유소영， 김인윈， 김우션， 연갱모. MR 따I3ging 
features of mulúple 앙erosis in d피dren 

37. 김우션， 유소영， 천갱용， 김인원， 연정모. 다없l α)()

쩔뼈I esc:껴13gea1 ster뼈5 associated with esopha앵l 

atresia tracheoes<꺼ptα양~ 따띠a 

38. 김화영， 이온정， 자육， 이송희， 지용경， 흥혜숙， 권태희， 
김인원， 깅우선. Sonographic evalU3Úon of OOW，리 in 
neonales 

39. Park HS, 냥e JM, lGm 5H, Jeong jY, Han )K, Choí. 
돼. αR않ntiaúαlofd잉a맹ocarcinoma frα11 fibrosis 
in recurrem pyoge띠c cholangi따: applicatíon of 
arúficial neural nerworks tO cr images 

40. 갱아영， 이갱민， 김세행， 한훈구， 최병인. cr fìndings 
of hepatocelluar carcinoma with bile duct invasion 
and intraductal p에poid cholangiα:arcinoma: results 
of unívariate and multivariate sta따ticalan외ysís 

41. 최숭흥， 이갱민， 김세형， 김영준， 한준구， 최병인. αf
f안엉1tiaψ19 malignant and 야nígn ∞mmon bile dua 
stricture 뻐ng helícal cr: results of unívariate and 

mulúvariate staÚ5tical analysis 

42. Kim SH, Lee JM, Harl JK, Lee KH, lGm η， An 51(, 

뼈n C), oti 81. VoIwre αJnltast 비없sound imaging 
。f the ga뼈adder: ∞mparisonwith tissue 뼈rmoníc 

in13횡18 and 마Tect 0( slicc thíckness on 띠13ge 

quality 
43. Kim NR, lGm SH, 냐e JM, 때m Y], An SK, Jung AY, 

Han JK, Choi 81. Ultrasonographic fearures of 
intraductal φ，Iypoid mass: differenúaúon 야tween 

hepatα'eUular caπiooma and intraductal ch얘ngìo

C31α00013 

44. 때m SY, Lee JM, Kinl SH, lGm η， An 5K, Han C), 
Han )K, Choi BI. Serous 01i8αγstic adcnoma of lhe 
뼈ncreas: cr frndiogs dìπering from other cysúc 

lumors 
45. 김숭자， 장기현， 권배주， 현문희. corr뼈끼.son of signal

lO-noise and metabolíle 때os on 5띠g1e voxel lH 
S야ctroscφy at 1.5T vcrsus 3T MR: preωninary 

st띠Y in 7ca.scs of br밍n rumor 

@ 
-

시
 -

천
 -

-

-뾰
 

논
 

a 
T 
- 논

 
번호 

a 

호
 

1. 최숭흥， 장기현， 김재형， 전우선， 권배주， 한문회. Extra- I tumor or vacular malformaúoo on con따st-er뼈nced 

때saωn of cαltrast malerial ín acule cerebral aod I MR imaging 
spinal epidural h엔l3t0lll3 때짜야íng δlhancing I 2. Park HS, Chang 뻐， 벼n 뻐， choe GY, 뻐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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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호
 

C그 

1r 논 

rx성띠es: l않 ofanar파ìci외 I웠ual network 벼풍d 

on m띠뼈e son앵ap매c fearures 
34. 이경호， 강흥식， 김찌행 ， 이학총， 이경호， 권순안， 김상 

태. lnt<앵1'3~어 PACS and EMR 띠 seoul National 

번호 논 

U꾀veπíty Bunφng Hospi때 

35. 이정호， 강휩， 김재형 ， 이경원， 강생권， 이학총 외. 

T잉eradi여〈쟁Y훌 위한 환당서율대학교병연의 webPA:α 

운영 

@ 대한초융파의학회 훈채학술대회 2003년 5월 17일-18일 서울중앙병원대강당 

‘구연* 
번호 논

 

a r 논
 

1. 박병광， 김송협 , 운민환， 최혁채. Serial changes of US 
and MR find띠gs following expe미nentaUy-indu∞d 

tran5ient segmental arte뼈 ~henúa of the ~dney 
2. 유소영， 김인원， 김영일， 이경호， 윤창진， 이민우， 정성 

일， 융앵채. Power Doppler í때ging in renal vein 
obstruction and recanalization in the ck껴gmαle13. 

3. Kim NR, Kim SH, Lee JM, Kim η， An SK, Jung AY, 
벼n JK, α‘。i BI. U1t.rasorx횡'3phk fcarures of 띠Ira
duCtal 며ypoid mass: differcntiation 뼈ween hepa
toccUular caπinoma and intraduetal cho1an앙ocar-

onoma 
4. 김세형，이정민，한준구， 김종효，김팡기，이혜숭，박성 

호， 안수정， 김영훈， 최병인.Pr어îcting the appropria
teness of the donor liver in respect to macro-

번호 
a Z 

steat∞is: application of arti끼cial neural networks ~。

비t.rasound images 
5. 천갱용， 김우션， 유소영， 김인원， 연정모. 미t.rason앵1'3-

phlc 이agnosis of biliary a~s때: measurcmem of 
hepatic artαydi와net<.'1' 

6. 이민우，김송협，이학총， 문민환， 박병판， 최혁재，청성 

일， 최자명. 까le 얘Juc 아 power/color Doppler US 피 
differentiation 야tween rcnal pseudorumors and ~용 

choic renaI ceU carcinornas 
7. 박병판， 김송협 ， 문민환， 최혁재. Prosta!e: bila~없l 

g져ant t끼opsy for canccr ck!'(ection 

8. 이학총， 조갱연， 이영호. Quentitauve asscssment of 
fetal bowel ed~양niciry: ∞mpa끼son of fundamental , 
벼mlOnîc， and COI11α>und 띠1ges 

@전시‘ 
번호 논 문 |번호 논 문 

L 이핵총， 김인원， 김송협， 죠정연， 이영효， 송미진 I 2 검쩨행， 이갱민， 김종효， 김팡기 한구， 최병인 lntro-

Imaging of fetal intracranîal solid rumors: prenatal 
ult.rasound and prc- or α)Stnatal MR fmdings 

duction to artîlìcìaJ neural rletworks for radiolo앙sts: 

taking the lid ofT thc black box 

2) 국제학슐대회 

@ 북며방사션의학회(RSNA) 뼈3년 11월 30일-12월 5일 미국 시카고 

‘구연@ 

번효 
a 
Z 논 논

 
1.0때 J-A, Lee MC, Lee SH, Kim jE, Hong SH, K뻐g 

HS. MRl of ACι reconstruction with Quaφiceps !en
φn grafl: a pπX야~ve srudy with focus on cbanges 

in donor site. 
2. Oloi J-Y, Hong SH, O1oi J-A, αlung HW, Kang HS. 
타삐a생ng disc les.ions on sp띠외 MR imaging: m띠

tiple mycloma versus metastatic rumors. 

3. <lIung HW, Hong SH, Choi J-Y, Choi J-A, Song C, 

번호 o 
1r 

Kang HS. Ultras0nQgr3phy of the trig용r fmgers: αI 
the δnphasis of lhe fmdings of annular puUey. 

4. Moon WK, ola JH, 1m J-G. Three-Oimensional Power 
Doppler u1없었md 빼 A MiaOOU뼈e contrast Agent 

in the EvaJuation of Solid Breast Masses 

5. Moon WK, cha JH, Noh D-Y, 1m J깅. 미따sound in 
Detection of Residual Breast CarcinoπIa before Reexci

sional su명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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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0th World Federation for U1trasound in M성icine and Biol앵Y(WFU뼈) 2003. 6. 1 - 6. 4, Montreal, 
Canada 

* 
-여

」
 
-

구
 -

* 
-뺑
 

논
 

-
-
ι
 

1. <lloi BI. Hanoonic US in 뼈p3tobi뼈ry disease 
2. Lee JM, Y.ωk JH, Kim C. Levo에Sl-e버l3nced a얽11 

&‘ection 따a핑ng: 얘Jue in charaaerization 0( fcα:aJ 

hepa디c le성ons 

3. Kim Y, Kim S, Jeong J, I..ee K, Han JK, 01이 61. 

번효 논
 

a r 

앓lO8f3phk 뼈ua디00 0( focal hepatic ma뚱es: com
parison d coov앙파a때， 띠se-in뻐sion harmo띠c， reaJ
띠'Ie ∞mπlUnd， and re외-time α)(Tlpound with pulse 
-inversion harmo띠C 따찍.ges 

·-시
7
 
-

천
 -

-

-뾰
 

논 
g 

호
 

번호 논 
I 
• 

ι
 

1. Park S, <lloi 61, y，αx1 C, I..ee M, I..ee JM, Han JK, I mazation 0( hepatic 때하iaI P따se in normal vol
l용 K_ EfI없s 0( 띠traSOUnd SClω19 on volumeuic I un~얹S 

measurement using .three깅imensional ultra었j때: 띠 I 6. Park 6K, Kim SH, Moon 뻐. TRUS-guided opaci
꺼tro study ~빼 a rumor 빼an!om I flcation 0( 앓따131 traas in the ejaαlatory dua 

2. Kim K, OIoi 61, 없rk S, D。 때， Kinl S, KoI1 Y, 냥e I obstruction 
H, Y，∞ S, Han JK. 메oge미c hepatic abscesses: I 7. Park 6K, Kim SH, Moon 뻐. αfferentJalion of re따l 

improved in1aging with ∞ntrasl-αlhanced ultrasound I ceU carπ띠c잉inor뼈na from fat-scant찌1t깨tya따때ngi맹om찌yo11∞X)n뼈)3: u비lu때ra-

w뼈ith S뻐H U S08A-e융ad따ly e앉xp야eri야ence잊e I 50없ur뼈r 

3. OIoi 6히1 ，’ Le용e Kκ’ 에m K, Han JK, Kim S. 당tended I 8. 없rk 6K, κm SH, M∞n MH. Interface vesscls on 
fleld-of view ∞nography: ad얘ntages in abdomin외 | ∞lor/powcr Dc:끼ppler uJtraSOUnd ar념 rnagnetic reso

application I nance imaging: a due to diJfereriiate SUb6erOSaI uterine 

4. Lee H, Lee Y. cho J , Song M, Lee 6. Ryu J. Kim 10. I myomas from 얹rauterine tumors 
l때ging o(r.뼈 뼈$때따l ωmors: prena때 띠따- I 9. Moon 뻐， 뻐n SH. 빼lJ띠ocular adnexaJ masses: 

sound 뼈 pre- or π:lSl1latal I뼈 뼈ings I morphol앵C 이fferen디ation tεW않n tumors 와d non-
5. An SK, ch이 61, Lee K, Han JK. Kim S. Contrasl- I tumors 

enhanced 여namic ultrason앵'3phy 0( the liver: 0뻐-

• E띠opean αngress of Radiol앵y， 2003. 3. 7-11. Vienna. Austria 

영
 
-뺑

 

논 
a 

호
 

1. An S. κm S. Lee K. 때m Y. Jeong ], chα H, Han 

JK, CH이 61. cr α>Ionography with r.없J tagging in 
∞la없aI cancer pa뼈1lS with inca뼈lete ∞lonoscopy: 

diagnostic r.않sibi딘ty fcα detection 아 synchronous 
polyps 

2. Jeong JY, Han JK. Choi H. Kim Y. 따m S, Lee K, 
Choi 61. P혀liation 0( anastomotic 01겠ruction 띠 

recurrent 용stric carcinoma us띠g ∞vered metallic 
Sδ1ts: clinical results in 25 pa디ents 

3. )eong JY. Lee ). æ이 61, Han JK. 띠1 Y, Kim S. An 

번호 논 
a 
I 

SK. Choi H. Lee κr. The VaI‘Je 0( gadobenale dime
g1뼈ne: enh때ced delayed MR i뼈밍ng for evaJuation 
of focaJ liver Jesions 

4. Kim Y, Han JK. Lee K, An SK. Kim SH, )었19 π， 

Kim Y, Choi 6[, Choi H. [n 에tro cr evaJuation of 
intraheaplic dua S(ones: correlation with chemical 

cαn‘XlISitíon 
5. park 6K , Kim SH. Moon 뻐， Y，∞ SY. Is res빼ve 

index sl피 a good Dc:ψpJer parameler for diagnosing 
aαte 빼띠on 0( a renaJ 따nsplan않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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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앓훌現.~ 

진료실척은 총천수(본훨+쇼:oH π~~655，918t~，~) 건으로 혈관초영술 15β낀건， 초옵파활영 65，341건， cr 55,852 

건， 뼈J 41 ，905건 둥이었다. 

진단방사선과룡계 

실둠꿇와-----캘얀j 본원 소아 껴| 

M히nH∞P. oüen’S 뻐SP. T어려 

일반진단실 (General Radiology) 384,452 114,620 4~，072 

투시진단실 (Fluoros∞py) 38,702 1,248 39,9'iJ 

혈관초영진단실 μ뱅앵aphy) 14,545 1,282 15,827 

초용파진단실 (UllraSOUnd) 58，없~ 6,533 65 ,341 

자기풍명영상진단실 뼈gneOC Realance lmaging) 39,013 21m 41,905 

천산화단충촬영실 (Compuler Too명aphy) 52,362 3,490 55,852 

용급실 (틸m훤lCY) 52,920 52,920 

수슐장 15,116 15,116 

총건수 π'0laI) 655,918 130,065 785,983 



마회과학교임 • 2키 

직읍 성명 인 사 내 용 일 ~ 비괴1콰형체 

촉학교수 김용청 촉탁교수(조교수 대우) 발령 2003. 6. 1 
촉탁교수 오아영 촉학교수{전임강사 대우) 방령 2003. 6.17 
혹학교수 김지연 촉탁쿄수{전임강사 대우) 방령 2003. 6.17 
죠교수 임영진 션임 교원 벌령 2003.10. 1 
조교수 임영진 부교수숭진 2003.10.10 
천 공 의 이준영 천공의사직 2OO3.U.31 

• 기간: 2주 , 주요교육내용: 마취기 사용법， 마취기록지 작성법， 
기도유지법， 기관내삽관법， 중심청액삽판볍，환자 

갑시장치， 수액 및 수혈요법， 인공환기법， 수슐후 

용충관리， 급만성 용충판리， 전신마취법， 부위마취 

법 

rn 훨育現況 
@학생교육 

A. 의과대학 4학년 마취과 학생교육 실습조의 편성 

현황온 아래와 같다. 

습 

본원 수슐실 실습 
보라매병원 수슐실 및 소아병원 수슐실 실습 
보라매병현 수슐실 및 룡충치료실 실습 

본훨 수숨실 실습 

실 요얼 

화
 수
 목
 
금
 B. 의과대학 3학년 학생강의 (2학기) : 주당 1시간 

@대학원교육 

’ 박사 
성영 논 운 재 목 일자 지도교수 

박금숙 토꺼의 격리예 모웰에서 안지오탠신이 저산소성 폐혈판 수측에 미치는 영향 2003. 8. 안원식 
천영태 빽셔의 신경절단으로 유발된 통중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작용 2003. 8. 김성덕 
심우석 휘얘셔 경악외로 투여한 Gabape띠l의 신정독성 명가 2004. 2. 합병문 
김지연 고압의 아산화질소와 M뼈1αrez3te얘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2004. 2. 김성 펙 
정용보 사 sev의。R 바때교1e 분과석 propofol 마취시 양전자방출단충촬영을 이용한 인체 국소뇌포도당대 2004. 2 낌생덕 

김진회 Effα:150[ 타mmj a1 dr RaI Glulanule TmmRI1er EAAT3o @l %πK$inga3jg m XeKp us 2004 2 김용락 
Oocytes: Role of P!'Oleín 짜nase C and Ph∞phalidylin∞it 

• 석 사 
성명 논 운 제 목 일자 지도교수 

허용준 자가룡중조철법의 시작시점이 수슐 후 진룡효과 발현시간얘 미치는 영향 2004. 2. 김용락 

권현정 부시피 유B효}7}성인융 평가 용업한 Egg Pα뻐/water 약물 전닿 체계의 백서 척수 마취에 척용 2004. 2 오용석 

남상건 α된ù뼈 천자g침iφ의ne 세과균 % 요vi<k염도xle 때ine으로 피부 소톡융 실시힐 경우 축추 마취시 사용 2004. 2. 안원 식 
셰 비교 

서청훈 부인과 수슐 환자에서진 경풍막요외법의 mo 비φ교미ne 연구 bupivacaine 및 정맥내 morphine- 2α)4 2. 도상환 
ketorolac융 이용한 자가 

갱지연 극 찰U견l에애서서의 부 S피파바의케언 진혹에의 의한 변화 조의기 유 심용독생생융 예혹훌}는 데에 있어서 심전도 사지천 2α껴. 2.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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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논 운 

하기 위한 11)약률쩍 및 비광혈척 쳐쳐에 대한 고찰. 

대한마취과학회지 2003;45(이:743-7쟁 

14. 노영진， 융윈회， 김총수， 민생원， 깅생력. 김용락- 토꺼 
의 격려혜 모빼에서 Pinacidil, Tetraethylammonium 
과 G따>e!lC때미야가 저산소생 혜협광 수축반용얘 미 

치는 효파. 대한마취과학회지 2003;45(6):754-761.척 

효과 비교. 대한충환자의학회지; 18(1 ):26-32 
15. 한성회， 함빼퓨. 오용석， 김욱성， 박융육， 이규호 선택 

객 천향성 뇌순환율 실시한 대통맥궁 수슐에서의 마취 
판리. 대현마휘과학회지 2003;45(6):명4-788. 

16. 서갱훈， 박지현， 전융석， 김진희， 함뱅운. 검욕락 폐통 

번호 
a 

-ι
 

논 

맥 혈천내악절짜슐의 o}취판리. 대현P냄과확희지 뼈'3; 

45(6):797없1. 

17. 동쏘활， 김진희， 화뾰풀， Zω Z. Propofolol xenφι15 
αx:yte에 방현된 채 3행 률i흙탑산염 운반자의 활성도 
에 미치는 효과: Prα.ein 따l3SC C의 역할. 대한갱맥마 

취학회지 20<)3:7(4):160-165. 

18. 박금숙， 심성용， 박희연， 돋쏘활a 노영진. 경악외 자가 
홈충조철융 이용한 무용환안시 &뼈ine의 효과. 대한 

산과마취학회지 2003;6(2):55강1. 

19. 김진회， 박희명. 함t형푼. 김휴락， 전융석， 서갱훈， 희석 

방법에 따른 00며빼e외 농도 변화 및 혈역학 

@ 해외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o 
tr 

1. Cl10i SS, !..im YJ. Ba바 다1. 00 SH and Ham BM 

coronaπ anery spasm induced by carotid sinus 
해mu때ond뼈Ig neck sur뿔π (case 얻따t). Br J 

Anaesth 2003 Mar;90(3):391-394. 
2. Qo SH. H때1 BM‘ 강úyi ZUO. Effects of pr아X>fol on 

the acti에ty of ral glutamale 때nsπ>rter type 3 
앉pres똥d in X，앙lopUS oocytes:the role of protein 

kinase C. Neuroscience Leners 2003;343:113-116 

3. 1..im YJ. Kim CS. B와1k JH. Ham BM. 00 SH 
QinjcaJ 떠외 of esmolol-induced ∞mrolled hypo
len화on w파I or withoul acute normovolemic hemo

dilution in spinal surgery. A∞ Anaesth얹01 scand 

2003i.1an47(1 ):74-8. 
4. Kim π， Rhee KY, ~ahk JH. 00 SH. üm YJ‘ Ko H 

보ξ효건‘ conω1UOUS mixed venous oxygen satura
tion, n여 n없n blood pressure, is associated with 

early bt뼈vacaine ca찌때뼈city in ò:흉. can J Anaesth 
2003 Apr;5O(4):37~381. 

5. 닫따끄JH뻐18 Y, Fang H, Zuo Z. Effects of locaJ 
and intravenous anesth앉ics on the activity of 
g1utamale transporter Type 2. Brain Res BuU 2003 
Sep;61 (5):537-540. 

6. Kim 꺼， 길딱끄J Rρ η， Min SW, Kim α.00 SH 
얻따끄， zuo Z. Effects of et뼈noI onthe 때 gI뼈mate 

excitatory 31피no Acid 따nspoπer type 3 expressed in 

Xen야)us αx:ytes: role of prα앙n “따se C and 

ph∞phatidy피nositol 조kinase. Alcohol Clin Exp Res 

2003 ∞;낀(1이:154용1553. 

번호 논 
a 
Z 

7. 딛딱파J S피1 WS, κm YC. 야e Sç, ch이 YL. 
NcurotOxidty of epidural hyaJuronic add ìn rabbilS: 

aligl1tand 잉ectron núcr05α찌C 앉때뼈lion. Ar없h 

Analg 2003 Dec;97(6):1716-17"-/ 20. 
8. Kim YC. B와1k 뻐‘ Lee SC.31념 l.ee YW. Infrared 

therm앵-ap바c imaging in the 앓똥ssment of suc

αs짜tI 비성< on lunbar sy짜l3thetic G와멍lion. Yonsei 

Mcd J 2003;44:119-124. 

9. 'Baik SW, 짜m K.H, Kim YC. l.ee Sç, Kim DK, Jung 
JE. I미뻐 00;e cascade of TfS femanyJ with proper 
adju얘nt ß)f쉰ications in cancer pain. J Korean M여 

sci 2003;18:733-7 
10. Kim jH, !:!am BM. Kim YL. Bahk 머， Ryu HG, Jeon 

YS, Kim KB. Prophylactic núlrinone d뼈190PCAB 

。f postδior vessels: implication in an밍na patients 

caking ß.bIockers. 티lropean Joora띠 of Ca며io-thoradc 

Surgαy 2003;24:770-6 
11. park HP, 훨쁘J딘， park jH, 쁘효.Use daU쟁따 

cath잉.er as a 바αlChi외 blocker throu뺑 a 혀ngle

lumen enφtracbeal tube in patienlS with sut횡αtic 

Slcnosis. Ar1aesthesia and intensive care 2003;31(2): 

214-6. 
1ι 쁘꾀Llli. lnse미lon of a lruyn방허 mask airway in the 

prone κx;ition. Ar1esthesia and Analgesia 2003; 
96(4):1241. 

13. 훨싹」건， J'∞n YS. SeI∞ion of an en없.ra이ealtube 
for de야ce-guided 때uba니011. Anesthesia and Ana냉esia 

2003;96(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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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01취 부위미휘 w\c 국소미추| 힐껴| 

ESWL 588 588 
NP 84 84 
DM 0 0 

PAlN 12313 12313 

합채 12530 14잊n 1031 10754 39439 

@월벌통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힐계 

전신마취 1073 972 1034 1098 943 1050 1175 1022 964 1107 981 1133 12552 

부위마휘 1133 1125 741 1313 1255 1543 1505 1457 1364 1518 1374 1606 15934 

국소마취 883 824 954 938 944 965 968 896 835 859 823 927 10016 

합계 3009 칭21 낀37 3369 3768 3572 3663 3383 3176 3492 3195 3674 39439 

@ 수흘 후 자가통증치료:7545 건 

@특수톨리닉 

외혜흰자수 담당교수 진료요일 톨리닉명 

재진 ~명 
재진 4493명 

381명， 

241명’ 
신환 

신환 

이상철 

김용쩔 

화，수，금 

월，옥 

흉충치료실 
흉충치료실 

• 룡충치료실 외래치료 

김새치료씬수 

뼈
%
 
뼈
 

Km 
gz 

…% 

검새치료뱀 

intramu.scuJar stimulation 1 level 
Knee injeaion 

intra-때cular injection 

C3\삐aJ 야닙UraI 바ock 

피mpIe proIOOlerapy 

순위 
1 
‘‘ 
,3 

t4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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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형외과학교설 
(Department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rn 훨훌톨홉. 
호 ff 훌k 뺏 It .엇 李允i좀 

It .엇 朴함圭 
률t .엇 훌깐훌 

It .엇 IIIlJtìJ 
톨’ It 뺏 c톨i훌 
助흩k 홉 李훌太 

• 攻 톨 四 ~ =x ~톨훨洙 朴政흩 崔中i훌 
三 年 次 홉佑;양 崔ìlib 朴i훌周 

二 ~ 次 金*효앨 후g훌雨 .홉Jb 

- ~ 次 1m훌昇 金훨甲 þt雄植
￥~雨

大 톨 !훌 호 에土필암훌 金흩完 

φ 수상내용 

직급 

톨土홉程 朴永윷 líìl!. l불ìlib 
홉 •• 

i빼Ifl 金恩子

훌톨雄. tlløill 
훌밟:1.1 JL훌훌 

성명 | 인사내용 

이 용 효 |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낌 主훌홉IIJ훌I흩 

CD 총론 

본과에서는 활발한 진료 및 수슐율 륭하여 병원진료 

및 학생 또한 전공의 교육에 기여하였다. 또한 성실한 

학슐활동융 보여 ’과학기슐우수논문상j과 ’해외유명학술 

지게제우수논문’ 풍융 수상하였으며 국내와 국재학회， 

발표 및 진행과청에 참여하여 교실， 의과대학 및 병원 

의 위상융 높이는데 천력하였다. 융혜로 성형외과학교 

실이 재껄된지 %주년이 되어 동문과 가까운 분들을 모 

시고 기념 심포지융융 개최하였다. 본과의 내실융 기하 

고 앞으로의 도약율 다짐하는 한 혜였다. 

일자 비 고 

교 수 

교 수 이 용 효 | 해외유명학술지게제우수논문상 
2003. 4.25 I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2003. 2. 1 I 서울대학쿄병원 

@ 학회임원활동 

성 명 학 회 명 
‘ 

직 책 일 자 

한 일 학 회 회 장 2001. 2 

박철규 아-대두개안연성형외과학회 이 사 장 2<XX>.1l. 

대 한 생 형 외 과 학 회 회 장 2001. 12 

화 슐 위 원 장 2<XX>. 1 

11 대 한 성 형 외 과 학 회 상 임 이 사 

1J‘- 련 고 시 위 원 
이용호 

대 한 미 용 생 형 외 과 학 회 현 집 위 행， 이 사 2OOO_ 1 

국 방 부 의 무 자 문 관 의 7 r ,- 자 푼 광 2αX>_ 1 

서 융 지 법， 대 한 의 학 회 자 푼 위 원 2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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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인 사 내 용 일자 비고 .tf:. 지의규 전임의 벌령 2003. 5. 1. 
f훌 톨 톨 이쩨희 5급에서 4급으로숭진 2003. 6. 1. 
lt ~ 김일한 국가 왼자력 기술지도(NuTRM) 기획위원 2003. 8. 
if 쩔 R 홍수미 사칙 2003. 8. 
lt ￥i 김일한 과학기술부 현자력안전전문위원회 천문위현 션업 2003. 9.19. 
매 lt~ 김재생 후교수발령 2003. 9. 
~ ~ 김일한 원자력충장기개발연구 기획위현 2003.10. 
lt *뭇 김일한 Korca Precision Radiotberapy Stu여 Group 운영위원 선임 2003.11. 
~ f잊 김일한 대한방사션방어학회 감사 션임 (2년 임기) 2003.11. 6. 

'* *갖 박찬일 제6회 the As.녀n Qinical Oncol앵y Society 학회 부회장 션임 20여.11.16. 
敢 *릇 박찬일 Korea Conference on Innovative Sciencc and Technology 2003.11.21. 

2003, Q1ncer R앓와-ch 부회장 선임 
ø: ~ 박찬일 국가방사션비상진료센타 자문위원회 위원장 션임 2003.12. 

rn 敎育現況
@학사과정 

· 본현실습 

화 4 “ 목 '2그i T 
‘ 

Tφic Review 신환집답회 Joumal Revìew Plaruψ19 Conference 
æ:oo 
09:00 

10:00 
1조 외 래 (A) 1조 치료계획 (A) 1조 충례연구 (C) 1죠 치료계획 (C) 

11:00 
2죠 치료계획 (B) 2조 중례연구 (8) 2초 치료계획 (0) 2조 외 래 (0) 

12:00 
3조 치료계획 (C) 3조 외 래 (C) 3조 외 래 (A) 3초 충혜연구 (A) 

13:00 
4조 외 래 (0) 4조 중혜연구 (0) 4조 치료계획 (8) 4조 외 래 (8) 

14:00 

15:00 
박찬일，하생환 박찬일，하성환 박찬일，하생환 박찬일，하생환 

16:00 
김일한， 허순냉 김일한，허순녕 김일한， 허순냉 김일한， 허순녕 

17:00 
우흥균 우흥융 우흥균 우흥균 

Physics leαure Bedside ‘eacl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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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낸f 뭘 화 T J ‘- 욕 :t11 토 

12.:00 의국회의 

13:00 외 래 외 래 외 래 
외 래 

외 래 

하생환 박찬일 검일한 
박찬일 

하성환 

김일한 우흥균 일 반 우흥균 

15:00 
치료계획 치료째획 치료계획 치료계획 치료계획 
우흥균 김일한 박찬일 우흥균 박찬일 

김일한 

16:00 부인총양 두정부총양 
집답회 집당회 일 반 

(매월 첫주) (매주) 

17:00 소아총양 
종양영상 예종양 뇌총양 총양학 

집담회 
집담회 집답희 집당희 집답회 

(2，4주) 

18:00 방사선 방사션 
물 리 생 물 
(1학기) (2학기) 

임상격으로 홈부 및 식도암， 유방암 및 소화기압， 소 

아 및 중추신경계암， 두청부 및 부인암의 네 부위로 나 

누어 천공의 1명이 3개월씩 답당하여 각각의 질환의 진 

단 및 치료과갱율 습득하도륙 하였다. 

신환충혜토룡회， 치료계획토롱회， 토요세미나 풍의 

과내 집당회와 종행뀌과， 신경외과， 소아과 및 소아신 

갱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해부병리파 및 진단방사 

선과 퉁 타파와 공풍으로 실시하는 현내집답희와 대한 

며 흙뿔훌휩R훌훌 

CD 국내학흩지 주연구논문 

방.A}션종양학회 월혜집당회， 춘계학솔대회， 쟁기학슐대 

회 풍의 각종 학슐행사의 능동척 참여률 통한 임상지 

견， 판단능력， 방표능력 풍융 배양하였다. 또한 빼외학 

회 창판을 흉한 식견율 넓히고 참관기에 대한 방표로 

지식 습득의 기회률 가졌다. 또한 션후반기에 각각 방 

사션훌리학 및 방사선생률학 셰미나훌 룡한 방사션종양 

학의 기초 지견의 쩨계척 습톡융 도모하였다. 

번호 논
 

o 
'ir 

1. 흥세미， 지의규， 박석원， 껴입하. 하셔황. 박차입. 혜연 

상혈판총에 대한 선형가솜기톨 이용한 고션량 쟁위방사 
션수슐의 임상갱험. 대한방사선총양학회지 2003;21(2): 

107-11l. 

2. 뀔딱댄， 0않 EK, 뭘쁘요Reductiono(p3J뼈lt dose 
in radiation t.herapy for brain tumors by 따ing 2-
dimensional veπex or obl써ue v，윈tex 야!atll ~앙1-

띠que. 대한방사선방어학회지 2003;28(3):225-231. 

번호 논 운 

3. 오도훈， 지의규， 좌월화. 방사선총양학의 Pattems c:i 
Care Study훌 위한 웹 기반 자료수집 시스댐. 대한의료 
갱보학회지 2003;9(4):423-429. 

4. 얀팍쁘， αlÏe EK, 아1 DH, Suh ∞， Kim)H, Ahn YC, 
Hur 찌， O lUng WK, αlOÏ DH’ Lee]W. A web-based 
’Panems 0( carc Study' 와Slem for clinicaI radiaωn 

m∞l앵y in Kαea: Develφment ， launching, and 

charact히와cs. 대한방사선총t양학회지 2OQ3;낀(씨:291-2S6. 



며앓홈現況 

(j) 외래환자 

• 신환: 1301명 
• 병명별 상위 10대 질환자 수 

순위 명명 

1 유방암 
2 전이성몰총양 
3 예암 
4 두경부총양 

5 뇌총양 
6 션이성뇌총양 
7 대장 및 칙장압 
8 자궁청부암 

9 연부조혀 
10 간당도 

흰자수 비고 

240 명 
187 명 
162 명 

144 명 

106 명 

98 명 
78 명 

65 명 
45 명 

4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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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수:36명 

, 강내치료 입훤환자수: 32 명 

, 병명별 상위 2대 질환자 수 
순우1 I 병 명 

1 I 자궁경부암 

2 I 전이성종양 

비고 

머 방사선 치료 통계(Statisti∞ of Radiation Treatm윈lt) 

@ 신흰자수{New Patient히 

종 양(T1.XOOr) 흰 자 수 (No. 여 혀ses) 증 양 π1.XOOr) 흰 지 수 (No. of Cases) 

B띠in & spin외 cord 106 Ulcrinc ærvix 65 

Piruitary 16 U lcrinc (.'OI'PlIS 15 

Brain O1etaslasis 98 Ovary & tubes 4 

Eye & Orbit 8 Othcr Gy 9 

Nasal ca씨W 5 Ureter & bladdcr 3 

Nasophar까lX 18 Kidney 3 

Oroph와까lX 17 Prostatc 37 

Oralca에W 27 Tcstcs 

Hyπ끼pharynx 8 NHl 36 
냐rynx 39 J-I<녕양m’s disease 8 

없U얘rygland 13 MyeIαna 11 

MaXiIωy 5띠us 17 olher Iymphoma 0 

Qher sinus Leukemia 15 

Gravcs ophù때mopathy 2 Aplastic anemia 0 

ωng 162 NeurobIasloma 9 

끼lyroid 21 S때1 & ap∞엄agcs 5 

끼lym“s 10 Melanom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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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검사의학교실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ITJ 훨훌톨홉I 

主 ir 훌l it 률k 톰 金훌圭 
훌k 홉 .il~휘 朴llI:I姬 金훌훌 

.. 좋윷 

l ’ tì 뺏 朴뿔뺏 후.順 
助 혔 뺏 *훌훌 尹i훌톨 
홉톨훌뺏 쏠*엠t 

빼'fl톨흩 ~.I!i 李훌埈 .台熙
李4쉬~ 金X효秀 朴llliìi

• 攻 • 四 年 次 흩tlÞlf 

三 年 次 Iítt${佑

= 年 次 朴후싸 ￥i훌빼 
- 훌 次 훌훌틀 宋尙Jb 후훌짜 

.&1c 
大 • ~ 生 에土二후 술在잊 尹fft:Jl 金I효秀 

훌훌. Ulli~ ~훌뼈훨 
$ ，통 

빠土-후 許훌를6 흩tlÞlf 

‘I土二~ bUS!ft 
R土-年 朴후싸 총iU퍼 康훌훌 

技 土 톨 홉톨빼훌표 빼Jk石(lm.4.1-m.3.3.31) 
金炳홈(2003.4.1-현재) 

않.앉正 ~~융3E: 

홉 n홈 技 土 홈I廠正 ~永톰 슐짜훌 훌쟁‘ .. 
11在빼 m.li;右 朱f알. 

훌훌心 훌훌年 威天ft

保 • 土 훌仁뻐 훌￥ot음 훈홈美 
金톨t. 金훌i를 金혼 .. i:.f"l. 金原t훌 슐iI'o1!옥 
金훌홈 술正훌 술正玉 
金j톨佑 -ß: •• 朴홈iI 
朴*훌 朴.. fl-lt톨 
.Ii;*it 쫓次子 安美흙 
安*효. 빼훗美 찌}훌훌 
尹훌. 尹t흘 李훌~ 

후톰姬 총外* 총흡~ 

훌훌. 林훗훌 林흉I톨 
，톨5훗 .，\圭 훌홉子 

훌톨훗 쫓 I￥ 뿔 .. 

• !탱‘* J훌IJJ!릿 玄今玉
성~~tl 훌훌껴훌 훌훌t大 

없톨士빼 ，.允훌 훌至相 훌톨美 
金*我 金찢jIf5 金훌홉 

률 훌 • 

金흥姬 朴」맹‘1홈 R짧玉 
白1.. ti<ft!콕 Jkft훗 
홉’l!릭 末明ti:*知{흩 
후ti:홈 申훌石 安香宣

元"'~ ~’ • 尹 美
후~훌 李훌. 李史11
후在. 李ft홈 李J!t훌 
총~~영 李 톨 훌훌延 
~*it~ ~~民圭 任훌써g 
.百￥n 톨쳤姬 m.rl任

--훗 .fílA •• 聊 金良톨 훌珍兒 

. ~.i:흩. 훌相i훌 

훌톨앉훌를 .. ~廷 -ß:훌姬 金홈美 
슐良. 方{二玉 ti<尹子
용훌i톨 찌I.Jt 좋쫓. 
후珍훗 훌훌l홉 .출JIl 

1ft훌 .. 훌훌f업 
1ft훌훌l 훌톨훌 4'-싫jff 尹g子

후京子 줄i.t子 ffll생~fft: 

띠 主흩活Ib훌II 

<D총론 

2003년에는 총 14，742，420건의 검사훌 시행하여 전년 

대비 8.1%의 충가융율 보였다. 그 충 분자유전검사가 

56.‘ 5% 중가하여 가장 높용 중가융융 나타냈고 륙수혈 

액검사와 세포유천검사가 각각 2&!빠 21.8%의 비교적 

높용 중가융융 보였으며 대부붐 수기법이 많온 검사들 

이다. 

신규검사총목으로는 임상마생물검사 25종， 진단연역 

검사 1종，혈액온행검사 4종，일반화학검사 1총，분자유 

천검사 3종，일반화학검사 1총，혹수화학검사 3종，외부 

위탁검사 10종 둥 총 쟁총이 신셜되었고 신규장비로는 

용급검사실의 O>mometer 외 17종의 장비가 도입， 셜 

치되었다. 

5월에 분당병웬의 성공척인 재현과 환자서비스향상 

및 경영효율회훌 위혜 상호 위·수탁검사협약율 체절하 

였고 9월에 2003년도 단체협약에 근거， 보건직 2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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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글 성 명 학회명 직위 일자 

교 수 박영회 대한수협학회 회장 2002. 9. - 2003. 6.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2003. 1. - 2003.12. 

교 수 김진규 대한임상검사갱도판리협회 회장 2001. 1. - 현재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및 수련교육이사 2003. 3. - 현재 
현국과학기술환립원 정회원 2003.11. - 현째 

교 'í‘- 한규섭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2002. 6. - 2003.12. 
조교수 윤종현 대한임상검사갱도광리협회 총무부장 2001. 1. - 현채 

@기타톰사활동 

직급 성 명 내 용 직위 일자 

“「 수 조한익 복지부 협액판리위앤 위 원 1쨌. 1. - 현재 
대한척십자 현액위훤 위 왼 1998. 1. - 현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사실신임위현회 위 원 2000. 1. - 현재 
한국골수용앵협회 이 사 2001. 1. -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 회 장 2002.11. - 현찌 

교 수 박명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사실신임위원회 위 원 2αX>. 1. - 현재 
대한척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혈액연구위원회 위 원 2αX>. 4. -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 원 2αX>. 4. - 현재 
한국몰수용행협회 자료판리위원회 위 원 장 2001. 1. - 현재 

교 T‘ 김진규 대한병원협회 신임실무위원회 간 사 2003. 3. - 현재 
교 수 김의종 국립보건원 생물테러대비 실험실 네트워크 자몽위원회 위 원 2002. 5. - 현재 
교 -ιr‘ 한규섭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기획조갱실장 2002. 6. - 현채 
부 교수 이홍순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 연구부학장보 2002. 5 - 현재 

rn 훨育現況 
CD 학사과정 
의학과 2학년 통합교육은 면역학 1시간， 신장학 4시 

간파 협액학 32시간의 실습 및 강의월 시행하였다. 의 

학과 4학년 임상병리학 강의는 19시간이었으며 임상병 

리학 실습온 각 조별로 1주간씌 시행되었다. 실습은 각 

교수의 tut。끼al ， 5명의 외래교수의 실습 강의 및 검사실 

에서의 현장실슐， 헌혈 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이 

끝난 후 실슐시험파 실습교육에 대한 껄문초사릎 시행 

하였다. 

• 임상병리학 4학년실습계획표 

월 획 • 」T“ 목 :C1그 토 

08:()()' 검사실 소7' 

수석 전공의 

COOIi얹nce SuJf lecture 
잉생명려학 

임상화학 실습 협액옹앵 실습 시갱각실습 

09:()(). 
Orientaωn 갱단연역 

입상화학 실융 김진규 한규성 

rulorial 
조한익，박명회，김천균 

김천lt 
죠한익，박영회，김의종 조한익，박명회，김진규 

낌의종，한뮤성，박성생 
조한익， 박명회， 깅의총 

한규생，박생성，이동숭 김의총，박성성，이용순 수석천공의 

이용순 박명희교수 
한규성，박성섭，이용숨 

용갱한，융종현，박경웅 송갱한，용 종현， 박정훈 교수천현 

총갱한，용종현，박정운 



@학위수여 

· 박사 

성 명 논 문 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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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도교수 

이영준 전이성 B16F10 혹색종 모헬얘서 동종 종양세포항현융 당채한 수지상세포 맥 2003. 8. 김의총 
신의 연역치료효과 

셔동회 한국인 ABO혈액형 아형의 분자유전화적 특성 2004. 2 한규섭 
김현수 한국인얘서 때결빼 감수성과 바.A-DR 및 -DQ 유전자의 연관성에 판한 연구 2α)4. 2. 박명회 
황동희 가계조사률 용한 한국인의 NK 세포 수용체(KlR) 유전자 복합체얘 관한 연구 2004. 2. 박명회 

, 석 사 
싱 명 논 운 제 목 

생 문 우 l αkπ써 유전성 시신정병중에서 0)토론드리아 DNA 양과 MfND4 유전자 발현 
에관한연구 

지도교수 

박생셉 

@전공의 수련현황 

2003년 진단검사의학과 천공의는 4년차 1명， 3년차 

1명， 2년차 2명， 1년차 4명 퉁 모두 8명이 근무하였다. 

전공의 1, 2년차 파청에서 진단검사의학의 6개 세부 전 

공분야(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진단연역， 혈 

액용행， 분자유천)얘서 2셔6개월씩 기본 수련융 받고 3, 

4년차 과쟁에서 일부 분야의 채수련과 흥미 있는 새부 

전공분야플 션택하여 심도 있는 수련융 받도록 하였다. 

검사업무 수행 및 검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단혈액과 

영상화학， 형액온행 분과에는 매달 전답 전공의가 배치 

되었다. 국렵암센터 및 분당서울대병원 파견근무는 각 

각 9월， 6월부터 시행하였다. 주 2회(목， 금) 오전 8시 

• 주간행사표 
요일 시간 장 소 연 지 

화 8:00 a.m 의국 전공의 천원 

8:00 a.01. 의국 교수전원 

부터 전반적인 진단검사의학 지식율 얻을 수 있도륙 진 

단검사의학 교과서 초독회를 가졌다. 매주 화요일 오천 

8시 conference에 근무 부서에 관련된 채목의 주제 발 

표훌 통하여 한가지 주재를 심도 있재 논의하도륙 하였 

고 실채 case와 연관된 문채 풀이률 매월 시행하였다. 

과 직원들율 위한 수요세미나와 교수특강을 격주로 수 

요일 오전 8시어| 시행하였고， 실재 검사실에서 이루어 

지는 검사 항목 및 관련 내용융 목요일 오후 1시애 검 

사실얘서 견학하고 토론하였다. 수요얼 오전 11시 a분 

에 흥미 있는 골수 및 말초혈액 소견 판독을 위주로 하 

는 Diagn∞tic Hematology Conference률 가졌다. 

여‘- 제 

αmfcrcncc 

clleck sample cαúerencc (매월 마지막 주) 

SIaff Lecture (격주) 

수 B강당 과직원 전웬 수요세미나 (격주) 

11:20 a.m. 꿀수판독실 조한익 교수 Diagnostic Hematology Conference 

옥 
8:00 a.01 의국 

전공의 천원 
&χþk Review (교과세 

1:00 pm 검사실 Practical issue 

;。1
8:00 a.01. 

의국 천공의 천원 
Book Review (교과서) 

12:00 p.ffi. 집담회 운제훌이 (매월) 



하고 학슐활동에 참여한다. 

• 진단연역 
2-3년차 천공의는 12주에 걸쳐 연역과 협챙검사애 

대한 수련융 받는다. 연역검사얘서는 립프구 분리， 

HLA검사， 연역형광검사， 유세포환석 퉁의 검사 수기률 

습득하고 이롱척 배경융 익히며 혈챙검사에서도 전반적 

인 개념 이뼈와 함째 VORL, TPHA, 댐~g， F.빠A 둥 

의 필수수기용 익히며 각 검사법의 원리와 차이훌 이해 

하고 척절한 검사종목과 방법의 선택농력융 키운다. 매 

주 토요일 아칭 8시에 박명회 교수와 면당융 풍혜 수련 

상황융 정검하고 실질적인 문쩨 혜결능력융 키운다. 백 

혈병연역표지검사는 매일 오후 l시 이전에 검사척용 여 

부롤 판단하고 판독 후 보고서훌 작성한다. 

• 혈액용앵 
1--4년차얘 걸쳐 20-24주의 순환근무를 하며 혈액온행 

검사， 공협자확보， 혈액성분의 채조 및 사용애 관하여 

필요한 이롱 및 실기률 슐톡하고 수혈에 관계된 임상의 

의 자문에 용할 수 있는 능력율 배양한다. 매일 오전 9 

시 %분에 한규섭 교수와 전공의， 혈액용행수석기사가 

모여 전날의 혈액은행 전반에 걸친 업무에 관해 토의하 

고 중혜풀이훌 동해 문제 해결농력을 키운다. 그 밖에 

불규칙항채 선별 및 동갱검사 결과， 회귀혈액형과 Al30 

활일치 결파훌 판독 보고한다. 치료적혈액분반술이 의 

뢰되면 한규섭 교수와 함쩨 병동에서 환자풀 본 후 치 

료적혈액분반술 전 과쟁에 창여하고 감목한다. 자가수 

E낌 맑究홉ti훌I훌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횡총회， 발멸휠. 현국인얘서 버.A-B4Q 대립유전자 및 

판련 일배쩌l형의 분포짧. 대한진단검써학회지 2003; 
23(1):45-51 

2. 황흥회， 앞멸횡. 한국인얘서 버.A-A26 대립유전자 및 
관련 일배체형의 분포양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3; 
23(1):52-56 

3. 노은연， 박성근， 김현수， 박혜진， 임영미， 한혹연， 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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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뢰시 환자훌 문진하고 자가수혈 일청율 갱해 주고 

자세한 썰명과 철붐제채 쳐방융 한다. 금요일 오후 1시 

%분부터 한규성 교수의 혈액형 클리덕 외래 진료에 동 

반하여 환자의 병력기록 및 검사 오더， 보고서 작성업 

무훌한다. 

’ 분자유전 
2-3년차에 4주간의 순환근무융 하며 PCR, RT-PCR, 

VNffi, SSCP, South앤1 blα， 앓quencing 풍의 기법을 

익히고 이롱척 배갱올 이해하며 이툴 기법율 이용한 검 

사의 원리와 관련된 질환옹 이해한다. 또한 이툴 검사 

의 결과흘 박성성 부교수의 감독하얘 보고서즙 작성하 

고 연담시간율갖는다. 

• 세포유전 
2-3년차에 4주간의 순환근무훌 하며 염색쩨검사， 

FlSH 둥의 기본 숲식을 이혜하고 결과 관톡융 익히고 

이동순 부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주 목요일 9시 이동순 부교수와의 연답을 룡혜 수련내 

용융 확인받고 어려운 증례훌 해결한다. 

@외부대학 출강현황 

직글 싱명 

교 수 조한익 
교 수 김진규 

~’一『‘ιT 송갱한 
조교수 용종현 

번호 논 

훌깅대학 

제주의대 
제주의대 

재주의대 

채주의대 

o 
tc 

비고 

2003. 1학기 

2003. 1학기 

2003. 1학기 
2003. 1학기 

훨. 이nal REU 1M SSO 바.A-B TCSt 키트훌 이용한 
버.A-B 형별검사의 Ambiguity 분석 및 한국형 해석 프 

로그햄의 개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3;23(4) :26용 

278 
4. 총옹영， 박빼진， 앞멸휠. 때.A-DR DNA 경샤용 시약 

N∞αn SSP깨 때.A-DR Typing Kit의 형가. 대한진단 
검사의학회지 2003;23(5):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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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훈리핀 주요 세균의 항균재 내생훌. 대한엄상 

미생률학회지 2003;6(3):29-36 
12. 강철인， 김성한， 방지환， 김흉빈， 박상현， 최영주， 오명 

돈， 좌보좋， 최강원. 팡법위 빼타 락탑계 항생채 분혜 
효소훌 생생하는 예렴간균에 의한 균혈중이 발생한 환 

자애서 강엽의 위험인자 및 치료효과. 강영 2003; 

35(4):61-70 

13. 이영훈， 강갱용， 이재규， 좌보효. 혈액에서 분리된 
CampylobaaCf upsaJicns뻐 1 예.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지 2003;23(6): 1&).189 

14. 박상원， 김생한， 강철인， 김흥빈， 최영주， 유영얘， 오명 

돈， 좌보효， 최강원. 2002년 국내에서 유행한 급성 출 
혈성 절악엽의 원인 병훨체 Cox잃ckievirus A24 

째riant의 확인 및 계용발생학척 분석. 감염 2003;3 

5(8):185-191 

15. 팍철， 오지용， 집회정， 최명식， 화와효， 김현회. 인채 

분변에셔 수산환빼균주인 O. formi용nes의 동청 및 
분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003;44(8):785-π)() 

16. 김경희， 한진영， 김갱만， 박기형 ， 효젊. 항E와 항Fy' 
애 의한 치명객 급성 용혈성 수협부작용 1예. 대한진 

단검사의학회져 xχB;23(l):57-59 

17. 오덕자， 김훈갱 , 셔동회， 총용영， 화五섭， 김현육. 국내 

번호 논 운 

헌혈자 및 수협 예갱자의 비예기 항쩨 빈도. 대한수혈 
학회지 2003;14(2)1~172 

18. 황갱민， 김지연， 고현수， 발효쇠， 장용련. 일차 및 이차 
척 사립채정률연변이 검사톨 흉한 현국인 Leber써 유 

천성 시신정병충의 품자유션학척 연구. 대현안과학회 

Ã] 2003;44(5): 1153-1158 

19. Lee KN, M때amba TP ]r. , Tatsumi N, 막으잭. Asian 

NeLWork for Clirùcal Labα'3tory Standardization and 

Harm<찌zation. 임상검사와 갱도판리 2003;25(부륙3): 

489-505 
20. Lee KN, 딩1으겐， y，∞ SY, Tarsllmi N, Mara뼈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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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in Asia. 임상검사와 청도판리 2003;25(부록3): 

624-639 

21. 깅총훤， 권계청， 김청효， 민원기， 김명수， 한혜진， 효효 
호， 이수연， 이용희， 최태융. 선천성대사질환검사신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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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Jarte Var피ntlClassiκ며 G에actosemia (D“'G) Hele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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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화기영양학회지 2003;6(1):잃용 

@ 국제학슐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I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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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H뱉본 

서적명 저지 출판사 비고 

Paroxysm외 NoctumaJ Hemg1뼈nuria and @띠ne， T. Kinoshi.ta (Eds): Yoon JH, 5p대1ger-Ver1ag 2003. 1 
Related Disordeπ; PIG-A 용ne mutation in 다E겐， _e핸효. Chang YH, Kim BK Tokyo 
Korean (chapter) 
의료애는 신토불이가 없다 초한익 챙년의사 2003. 6 
보건의료정보학 조한익， 김선일， 고창순외 27인 현문사 2003. 9 

@발간 보고서 

성 영 

조한익 

제 목 

건강진단 및 건강 중진 사업의 충장기 합전 계획안-보고서(86쪽) 

(Ï) 국제학회발표 

연 자 학회명 쩨 목 일 자 비고 

앨으잭 세채보건기구(WHO) wor1<shop Laboratory Praαice in Korea 2003.10.7. 구 연 
Roh EY, Park MH. 깅nd WorId Congress of Pathol앵Y HLA-A, B, DR alIele fr펙ucncics 2003. 8.30.-9. 3. 포스터 
Lim YM, Kim 5M, & Laboratory M떠ìcinc and haplotypic associations in 부산백스쿄 

Han BY K아-eans dcflO뼈 by genc꺼c-Icvel 

DNA ryping 
Park ~떼)， Kim YH, 22nd World Congr양s of Palhol앵Y 댄.A-matchcd platelet transfusion 2003. 8.3ι9.3. 포스터 

park η， 건짝 KS. & Laboratory M어idne experience using a hospital생sed 부산엑스코 
Park 빠{ small POOI of HLA-tyJ생 donors 
Park MH, SOIlg EY, 7th Asía oce와피a Histocompatibility 때.A-DRB3 allele frequencics and 2003. 9.17-19 포스터 

Park H, R야1 EY Workshop and Corúerence DRBI -0RB3 haplotypic associa- 일본가루이자와 

tions i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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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월기판 

김의총 SARS<oV 감엽의 새로운 실험실진단법 개발과 2003. 8.-2003. 12. 연구용역사업 국립보건원 
바이러스 전염력 연구 

이용순 한국의 다벌생 꿀수종의 분자셰포유전학척 변화 2002. 6.-2005. 5. 암정복연구사업 보건혹지부 
연구및 예후연관인자 예측용 진단키트개발 

이동순 만성골수성 빽협뱅에서 급성기 전환 판련유전자 2002. 4. -2004. 3. 대형공동과째 서융대학교 
탑색 빛 이톨 이용한 치료법 개발 의과대학 

이동순 대량세포검사에 척합한 초고속 Bio-Cell αlip 2003. 6. -2008. 5. 과기부국가지갱연구실 과학기술부 
개발및용용 

이홍순 글리빽 내성기전의 염색체변화 규명 및 내성극 2003. 7. -2005. 6. 보건의료기융연구개발사업 보건혹지부 
복실험 협동연구과제 

이동순 한국인 소야급성백혈병얘서 p16유전자 철실 및 2003. 7. -2004. 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북지부 
메털화 연구 - 진단시 및 항앙치료후 검색에서 단독연구과재 
실질척인 척용법 째시 -

이동순 만성빽혈병의 X삐obiotic en깐me SNP 연구 2003. 7.-2004. 6. 유천체사업 서율대학교 

의과대학 

송정한 LC-때ldem mass s따Uαneuy톨 이용한 호홉기 2003. 9.-2006. 4. 약플유전체연구사업 보건복지후 
계 약물대사 판련 çytochηne P450 유전자변이 
및 기놓척 변이에 대한 고속검색기술 개방 연구 

송청한 Citrullinemia 환자에셔 a횡띠nosuccinate syn- 2003. 7.-2005. 6. 신진연구 서율대학교병원 
않tase에 대한 생화학척， 분자유전학척 성상 규 

명에 대한 연구 

밍 기타사황 

진단검사의학 검사풍계(Sta없ja; of Ùlboratory M뼈α1e Services) (2003년도) 

검사구분 본원 소아 껴| 

T est Sectioo Man HosP. Children’sH∞P. Tot혀 

혈일반혈액검사 Routine Hematol얘Y 2,62654l,%9 432,325 3,%§$3,$%146 
액용고검사 Coagulation ,475 24 ，없%l15 
골수검사 Bone Marrow 3,438 4,244 

혹1S수풍에양엉검짧액사겁사;i 
Speci외 Hematology 10,987 1,162 122,,614890 
&성y Auid Analysis 1,809 871 
chrornosorne Analysis 4,Q32 4032 
Routine α에따try 4 ，%73339t써4 451 ,717 5,47531,,71614l 
SMRinroiabli。αl얘ieym녕ry 

247,108 53,814 300,922 
Molccular Bi，이ogy 11 ,733 11733 
Serol얘Y 287,443 287,443 
α11뼈r Immunol얘Y 15,739 15,739 
Routine Miaoscφy 7씨，432 224，훌훌 잊)9，318 
Parasitol얘y 

1 8690 ,,%7986 00,058 
Blood Bank Tesl 24,974 194 ，πo 
Blood Supply 111없4 17,149 

2,9 19212920,,004241368 Stat Test 2,471 ,579 440,447 
().jtpatient Laboratory 920,418 

계 Tα:aJ 13,069,768 1,672,652 14,742,420 

위탁검사 Referred Test 29，7:없 29，7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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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휴교수 방문석 대 한 찌 활 의 학 회 

대한소아재활연구회 
대 한 이 분 척 추 학 회 

대 한 장 얘 인 스 키 협 회 

조교수 빽냥총 대 한 노 인 병 학 희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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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정션근 대한근전도션기진단의학회 

한 국 FES 학 회 
대 한 재 활 의 학 회 
대 한 째 활 의 학 회 
대 한 재 활 의 학 회 

대한임상룡중의학회 

rn 률k育훨R 
G)학사과정 

, 주요 교육 현황 :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실얘서 주 
판하는 의학과 4학년 강의 및 실슐율 주관하였다. 

의학과 4학년의 강의는 총 10시간얘 걸쳐 시행되 

었으며 1주간의 실습교육온 4학년 천학생융 대상 

으로 재활의학파 환자의 명가 빛 치료， 곤전도， 

훌리치료 및 작업치료 퉁융 익히게 하였으며 본과 

애서 제작한 교육용 비디오홉 사용하여 보다 실질 

• 주간실습표 : 재활의학과실습 

재활의학교실 • 3이 

직 위 월 자 

홍보위원회위원 없)().11-현째 

운 영 위 훤 2002. 5-현재 
감 사 2001. 1-현재 
이 사 2002. 1-현재 

연구위웬희위원 2004. 1-현찌 
연 집 위 현 회 위원 2003. 7-현째 
학슐위현회 위 원 2002.10-현재 

의료및보험위연회위원 2002.11-현재 

쩨도연구위원회위현 2000.11-현재 
학숨위원회위원 2000.11-현째 

총 끼 E. 2003. 5-현재 
총 Jj!- 2002.12-현재 

연집위윈회위원 2002.12-현재 

용어위월회위원 2002.12-현재 

국제교류위훤회위원 2002.12-현재 

이 사 2002.12-현재 

척인 교육이 되도륙 하였고， 각종 교육행사에 참 

여시켜 재활의학 천반에 대한 지식 전달의 파청율 

갖재 하였다. 이률 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1차 

진료의(Primary Physician)로서 필요한 기본척인 

지식 및 재활의학과 환자들 륙유의 문체를융 이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융 슐득하도록 하였다. 

?’‘’‘ ‘."1 
PI"잉 I! .’ ‘·‘ '" .;, 

~PI""' 



수깨서 'p∞tstroke c1epression과 때xiety의 진단과 치 

료’융 다루어 주셨고， 하반기애는 본원 갱형외과 장봉순 

교수께서 ’vertebro빼짜’ 에 대하여 확강융 해 주셨다. 

, 2003년 주요 수련 현황 
내 용 

1. Rehabilil3tion Confet윈lCC 
1) πlCT'3peutic Modality Seminar 
2) EMG seminar 
3) Orthosis & Prosthesis Seminar 
4) Analomy Semi따r 

2. R머lllb피I3tion Grand Round 

3. Joom외 Qub 
4. EMG Conference 
5. X-ray α)!Úerence 

6. Gail ∞nference 
7. Cons비l Round & Chart Round 
8. Inpatient EvaJuatiα1 

9. lnpa않ntPTC뼈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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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개월마다 있는 대한뇌신청 재활연구회홉 본원 임 

상의학 연구소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시;ζ다 

주 1회 1시간 

9주간 

15주간 

9주간 
5주간 

주 l희 1시간 
주 1회 1시간 

주 l희 1시간 
주 I희 1시간 

얘활 1회 1시간 

추 1회 zt30환씩 

주 3회각%분씩 
주 4회 각%훈씌 

@외부대학훌강현횡 

경
-
빼
 
빼
 

따
-
쐐
 

빼
 

회기 

빽
-
懶
 

빼
 

총시간수 

15 
4 

참여교수 

한태륜，방문석，빽남종，정선근，이시육 

환태륨， 방푼석， 

며 흙究홉ltJ훌훌 

@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운 

1. 뾰물설， 박진우， 박일찬. 척수성 근 위축중의 임상척 분 

류. 대현재활의학회지 :m3 27(1):용42 

2. 할댄효， 뾰날출， 최충정， 김대열. 요천수 신갱근 t챙변의 
검출율 위한 척갱한 근육의 수. 대한재활의학회지 2003 
27(1):6웃69 

3. 할댈률， 펠봐효， 이효준， 윤정째. 인두 기능 저하 환자 
에서 음식물의 정도변화에 따흔 인두 찬어플의 변화. 
대현재활의학회지 2003 27(기:1~191 

4. 뿔설， 임갱훈， 김대열. 운동 및 스태로이다 근육병 
생취 근육의 아포프토시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채활의 
학회지 2003 27(2):232-239 

5. 뾰물설， 신행익， 율청찌. 찌활의학파에 의뢰된 재훤 암 

번호 논 운 

환자의 재활치료. 대한재활의학희지 2003 27(2) ~264 

6. 화많효， 밟울설， 경쇠를， 천채용， 김상준， 이효훈. 척수손 
상 가토에서의 근 지구력 향상율 위한 전기 자극 시 척 
정 주파수. 대한재활의학회지 :m3 27(3):41ι417 

7. 활효설， 효댄효， 최충정， 김상준， 곽재문， 조영진. 쟁상 
성인의 엇}훤 분석법에 의한 요추부 분철혈 관절 운동 
뱀위. 대한찌활의학회지 2003 27(3)껴24-432 

8. 한웬훌， 웰날효， 김대혈， 김유수， 박지흥. 연마비 환자의 
어깨 아당구률 위한 새로웅 보조기의 재발 및 예비연구. 
대한재활의학회지 2003 27(5):661-666 

9. 봐풍설， 박일찬， 김대영‘ 이훈 척추 환자에셔 천기 생리 
학혀 검사와 신경학객 및 기능척 명가의 비교. 대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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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회영 채 s-「a 일자 비고 

한태흉 )apanese Soci앉y of 끼lerapeutic meals for dysphagia patients in Korea 2003. 9. 5 구두논문 
Dysphagia R，하l3b피tation 밥표 

백남종， AAEMlTFCN centtal inhibitory effect of boc버inum toxin type A 2α>3. 9.16-9.20 포스터 

한때흉 in hurmns: A paired (XJl용 transcrar뼈I rragrm: 외mu- 발표 
lation study 

백남총， AAEMlIFCN Is ne뼈e eJectra꾀f명âphy neCerSSaIY in caqxù tunnel 2003. 9.16-9.20 포스터 

한태톨 와떠rome? 방표 
액남종， AA.EM끼FCN 타&뼈쟁n;tic fe때JreS á lunix:sIcraI 일naI stenæis 2003. 9.16-9.20 포스터 
한태륜 방표 
방문석 lSPRM Relationship between Qì띠cal Outcome and E1ectJ'(r 2003. 5.19 포스터 

physiol얘lcal Study in Spinal Bifìda 딴표 
방문석 tscai 꺼le usefulness of spin외 orthα;es in 뼈tients with 2003.10.16 포스터 

spin왜 I야t3st3Sis 벌표 
빽남총 ISPRm The panem á αxtical exòtabiliry at a 앙rying inter응 2003. 5.1용5.22 구두 

timulus interval and conditioning stimulus inter1Siry 발표 
청선근 AAPMR A밍ng-Related Changes 띠 Achilles Tendon Reflexes 2003.10.10 포스터 

벌표 

@연구버 수혜현황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한태흉 뇌졸충 환자에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및 찌가환자방훈 2002. 7. 1- 학슐활동지원사업 대학 

명가톨 룡한 포괄척 연하기놓 형가와 연하곤란 식이에 2003. 7.31 
광한연구 

한태륨 한국인의 노화총척 광활 및 노인 건강수준 모니터링융 2002. 5. 보건의료기슐연구개벌 갱부기광 
위한 연구 • 신체기능 변화 연구 2003. 4.30 사업 

한E찌흉 신쩨 기능 변화 연구 2003. 5. 1- 2002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슐 
20C셔. 4.30 연구기획명가단 

방문석 척수 손상 가토에서 전기적 자극 치료가 근육 아포프토 2002. 7. 1- 일반연구과쩨 서율대학교병원 
시스에 미치는 영향 2003. 6.30 

액남총 청두재 자기 자극융 이용한 뇌졸충후 대뇌피질 흥풀도의 2003. 6. 1- 신임교수 연구갱확금 서율대학교 
변화얘 판한 종척 판활 연구 20C셔. 5.31 연구 

빽남종 작업관련생 끈몰격계 질환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2003.10. 1- 노풍부한국산업공단 정부기관 
뻐)4. 9.30 산업안전보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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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핵의학교실 (Department of Nuclear Me바cine) 

띠 l톨를名. 

科 톨 훌 授 톨{훗j훌 

훌k 授 李明햄 

11 ø 톨 매 뤘 授 李:<<洙 술相11 ~a民
ØjJ 敎 톰 I￥ 쨌 李元雨

.任훌師 崔미연 

招-"敎뺏 뼈太뼈 

휩찌월훨11 金øï* m:~* ~常武
招찌做11~ 龍 뿔昌릎 

• 攻 11 四 年 次 훌元$ 훌Z眼싫 

三 年 次 李M永

二 年 次 李宗珍

- 후 ;~ ~宰홈 u恩‘景

大톨院生에土二年황갱훈 
에土-~ ~I!iM 
a土-~ ，.元훌 李훌永 

il:士-年 李宗珍
技 土 톨 保톨技正 ，，~톨% 

홉 席 技 土 없톨훌훌正 술R~ 후C元 
保 흩 土 1IJi\훌 홈3홈龍 J1fj톰益 

李洪적홉 홈좀:<< 성*美京 

i:.훌 
않흩土1M 슐jt.1b 朴泳~ 申1it￥n._iX 랬.í永 톰며鉉 

MlM:.It!! 尹1톨$훌 文一.m

~*.뭘흥 廷圭B 金훌辰 
술太1I*炯珍 

保 흩 • t~를t훌 ↑를홈훗 

톨 II~ 金正玉
• ~ ~톨훗洙 

主 • 삐 훌l혹k훌 
훌톨훌훌l 聊훗珠 南恩珠 申恩훗 

崔f&홈 안미숙 

E낀 主횟홉ti훌I를 

진료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6.4% 중가하였으며 특 

히 양전자단충촬영(PET) 검사는 47.3% 중가하였다. 

PET센터의 사이폴로트혼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F-18)훌 판매하여 수입융 중대시키고 었다. 토요일얘 

도 전일근무재훌 실시하여 명일과 같이 청상척으로 검 

샤결과훌 훌 수 있재 하였고 척체되어 멀리는 Bone 

scan율 쳐리하기 위해서 일부훈 시간외 근무촬 시행하 

여 처리하였고 척체되어 밀리는 심근SPECf 검사는 장 

a뷰족으로 쳐리가 어려워 갱책척인 결갱에 의해 심근 

SPECf 전용 장비인 감마카에라용 도입 설치하여 해결 

하였다. 륙히 최챙단의 핵의학장비인 Fusion PE'T율 도 

업 셜치하여 인체의 기농척 변화용 분차적 수준에서 판 

란하여 각종 질환의 진단， 명가， 치료 및 추척에 중요한 

역할융담당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2003년 미국 핵의학회에 모두 32편 

의 논문융 발표하여 세계에서 단일 기관으로 2번쩨로 

많옹 연재률 발표하는 풍 콸목할 만한 발전율 이루었 

고， 세계척으로도 인정받아 다용과 같이 외국 핵의학자 

들이 방문하여 교육융 받았다. 또한 연변대학 핵의학교 

실에서 김영남선생이 박사학위 과갱융 위해 3년 계획으 

로 본원얘서 연구하고 있다. 

빙운자성명 

Omur ca바<ci 

Muhammad AJeen Khan 

기간 

전국의 보건대학에서 방사선과 133명파 임상병리과 

학생 46명융 1주간씌 영상검사와 검체 검사에 대한 실 

습교육융 실시하였다. 방사약학연구훤 2명， 석 · 박사 

학위과정 핵과학 연구원 6명이 연구개발 업무에 매진하 

였다. 

φ 인사사항 

직 급 성 명 잃 지 비고 

보건직 조규진 기사장 송진벌령(3급-2급) L 1 
보건직 신션영 신규벌령(6급) 1. 1 
보건직 이행진， 신규방령(5급) 2.11 

김대운 

보건칙 박진용 신규발령(6급) 211 
교 수 갱훈기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 의장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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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훗얻 월 획 j ’‘ 묵 :E11 토 T 

10:30 
외래소 영 

외래 갱준기 
학생 실습교육 싱장정당회 

11:00 외헤 이명철 (회의실) (성장센터) 

11:30 
싼 독 판 톡 판 독 환 톡 환 톡 환 특 

12:00 영상협의세요임 

(회의살) 

1:00 내화학생 

외래이용수 
학생 성습교육 

실슐교육 
학생실슐교육 

(회의싱) (회의실) 
2:00 (PET센터) 

3:00 
판 톡 

판 독 완 특 환 독 
쇼:O~션장집당회 

판 폭 

(소아방사선화) 
4:00 1. 총뺑'ET정당획 핵의학기술학모임 

(회의셜:칙주) 
간질집당희(회의설) 

(회의생) 

5:00 
직원회의(회의실) 
예닿 l일 

6:00 

@전공의 수련 

핵의학과 전공의 교육이 4년차까지 수행되었다. 1, 2 

월 3, 4, 5 6.7.8 

1 년차 내 과 핵의학과 

2 년차 핵의학과 방사선과 

3 년차 핵의학과 핵의학과 

4 년차 핵의학과 핵의학과 

E낀 흙짧~5jl 

수요미나심포지융 15회와 물리， 화학， 총양， 생물학， 

인지과학 풍 기초-임상 연구 모임융 비롯 11종류의 과 

내 및 타과와의 집담회훌 열었다. 보건륙지부， 암연구 

센터， 과학기술처， 륙갱기초연구， 현자력 중장기연구， 

년차가 에의학임상얘써 6개월융 방사선과와 내과에 3 

개월씩 파견 수련 받았다. 

9, 10, 11 12, 1, 2 

방사선과 핵의학과 

핵의학과 핵의학과 

여‘- 구 빼의학과 

에의학과 

원자력기초연구 풍의 연구과제용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 

21면의 국채학술지 논문과 15면의 국내학슐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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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논 o 
tr 논 

Han-Mo Yang, ’une-Key Chung, (ae Min (∞ng， 

In-Ho Chae, Myoung-M∞>k Lee, Myung Chul Lee. 
OosimeUy in leakage of I~e-DTPA du꺼ng intra
cααtary balJoon brachytherapy. Eur J NιI Med MOI 

Irna뺑Ig 2003;30:1263-1265 (Jmpacr Facra 3.464) 

5. Jae Sung Lee, Dong soo Lee, seω19 Ha α1， <llong 

Sun κm， Jeong-뼈lun κm， )awon ~∞， Emtp 
Kang, (une-Key Chung, and Myung Chul Lee. PET 

Ev녕ence of neuropL없icity in ad비t auditory ∞rtexof 

κ)5Ûingual deafness. ) Nucl M여 2003;뼈:1435-1439 

(Impaα Fa，α~or 4. 51) 

6. Won )un 없ng， Dong soo Lee, )in Chul Paeng, 
Kl-Bong Klm, 1ωle-Key Chung, and Myung Chul Lee. 
Prognost.ic 얘l야 ofr얹 201끼깅ipy끼뼈m。‘e stress 

~c-se없nùbi 용1ed SPE(π for pr어icting 뼈뼈11-
뼈뼈 clinical outcomes after 벼뼈55 sur양ry in 
pauen양 with 업lemiC 1，빼 V한l1riαlar 야짜mction. ) 

Nucl Med 2α>3;44:1735-1740 ω1뼈α Facrα 4. 51) 

7. 용효， Paeng )C, 논액ç. Implication of pr앵& 

tically signilìcant n앵때ve results on pπlI1e SPECf. J 
Nucl M떠 2003;44;1641-1643 (In때α Faαα 4.51) 

8. 냐C JS , Narayana S, lancaster ), )erabek P, 놓e DS, 

Fox P. Positron emission ‘。mography during trans

cranial magnetic stimula다。n does nOl require rnicro
rnetaI shieldi껴~ Neuroi.rnagc ;m3;19;1812-1819 (lmpacr 
Facra 7.없이 

9. Klm], Kwon JS, park H), Youn T , Kang do H, Klm 

MS, 놓ε」효~갚!Ç. Functional discαtnection 

번호 므
 ι 

야tween the p'녕ront외 and parietal ∞띠ces during 
쩌빼'18 rærory process뺑 m 쉽j쩍hrenia: a{u，이H쩌 
P민‘ m찌y. Am J psy대때uy ~16O;919-923 (Impaa 
f굉dα 6.913) 

10. 1효낀gj센，Lee η， Kim 타i， Chang YS, Klm η， son 

M, 쁘응4효， 막브.!l.&....lli， 논εMC. Preparation of 
I~e-labeled paper for treating skin cancer. Appl 
Radiat 1501 2003;58;551-555 (lmpaα Faαor 0.635) 

11. 료ε꾀드， 막쁘&파. ARCCNM report ~α 뼈1-2002. 
Asian RegJonal α>e>perative Council r，α Nuclear 
M뼈idne: a suitable mcxlel r，α the promO!Ìon of 
nuclear medicine 띠 dev히。ping regions. Eur J Nucl 
M여 lmaging 2003;30(기;1067-9 (1α뼈α Facr，α 3.464) 

12. Paeng JC, 1효낀g_j센， Yoon Cj, 냥e US, Suh YG, 
Chung JW, pard jH, 닫쁘!!.&...Æ， son M, 쁘εMC. 
üpiodol solution of ~e-HDD as a new thera야utic 
a양nt for transhepatic 때.erial embo따ation in liver 
cancer: preclinJcal srudy a rabbit liver cancer rnOdeI. 

J Nucl Med 2003;44(12);2033-8 (1m.뼈d 패cror 4.51) 

13.1쁘!l&..1센， 앨쁘&....lK Therapy with 1~e-labeled 
radi때1a!maccuticaJs: an <:Ne1.꺼ew of prα찌sing results 
f10m i미U외 cli띠cal 띠따s. cancer Biαher Radiop따nn 

2003;18(5);707-17 (lmpaα Facror 1.574) 

14. Y.α)Il YH，~핀&파1， κm KW, Hong SH, Lee YS, Kil 

HS, 때 DY, 쁘ε투호J 딛쁘&....lli， 길응객ç. Novel 
one-pot one-~φ m빼esis of 2’4￥)flUOl'하lurnazenil 
(다MZ) of be따여iazepine r얹ptor 뼈양ng. Nud 
M여 Biol 2003;30(5);521-7 仙뼈cr}갑αα 1.669) 

@ 국제학슐지 부 연구논문 

번호 논 。r 

1. H-) Park , H κm， T Y，ωn， DS Lee, MC Lee, JS 

Kwon. IndeperxIent ~‘ 싸XleI for Cognitive 
functiαlS of rnultiple 잃어ects ‘JSing l'’'OIH.P PET 
unages. Hurnan Brain Mapping 2003;18:쟁4징5 

2. Lee KU, Lee JS, Klm KW, Jh∞ JH, Lee DY, Yoon 
JC, Lee JH, Lee DS, l.ee MC. 1떼uence of the 
apolip。παe띠 E type 4 allele on cerebral g1uαg 

rnetabolism in Alzheimers dlsease patiems. J Neuro
psy상lÌatry clin Ne띠。sci 2003;1 5;빠83 (lmpaα f겹αα 

1.63，찌 

3. JS Kwon , H κm， DW Lee, JS Lee, 다ε4톨ξ， M-S 

때m，1K 바lO， MJ Cho, 렌으4효. Neural correIates of 
clirucal syrrψ{oms 때d α>gnitive dysfunctions in 
obsessi앤@껴X따ive disorder. Neω'Qirnaging 2003; 

번호 논 
a 
i 

122:37-47 (1m，며α Fa，αα 7. 8꺼9) 

4. D-H Kang, JS Kwon, J-) Klm, T Youn, H-) Park, MS 

l.ee, 팍l.ee， 한L용. B때n 빙ucose meta뼈k 

changes associated with neuropsychol앵cal irnpro
vements after 4 rnonths of treatment in paüδllS wilh 
obsessive<Onlpulsive diSOJ여. Acta Psychiatr Scand 
2003;107:291-297 (lmpacr }강αor 2.107) 

5. SH Oh, α Klm, 티 Kang, DSι갇e， 버 Lee, SO αlang， 

SH Ahn, αi Hwang, HJ Park, JW K∞. Speech 
percept.ion 뻐.er cochIear irnplantation ovar a 4-year 

ωne 며i여. Acta Q때l)'l핑01 2003; 1장:14S-1었 (lmpaa 

Facr>α 0.795) 

6. S.K. l.ee, C.H. Yun, ).B. Oh, H.W. N따n， S.W. Jung, 
).C. Paeng, 요효』뾰， C.K. Chung, 뼈 G. α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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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정의학교실 (Dep와tment of F때U1y Medieine) 

[끄 훌훌톨홉빼 

x 'ff ft 홈 敎 톨 허용혈 

빼 했 6 유태우 
助 敎 * 조비용 
l託뼈tt~ 박민션 
훌 任 혐 김주영 박상민 장유수 

장융청 초회청 흥숭권 

• 攻 훌 師 三 年 ;};: 팍현청 구소연 김소연 
김유얼 김재만손기영 
오송민 유상호 이동주 

이연지 이영숙 
二 ~* 김청우 김남균 김삼열 

띠 主훌홉Ib훌피룰 

<D 총론 
개원의사흘 대상으로 3회의 연수강화훌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 재원의훌 위한 연수강좌 
·쩨 30회 연수강좌 

일시 추 채 

3월 영양치료의 효과와 한채 

비만， 당뇨의 영양치료 

심혈관질환의 영양치료 

골다공중관절염 

간， 위장 및 치아철환 
r 

인지기능，시력， 수연，스트헤스 

암예방，연역강화 

피로， 활력 및 갱력강화 

노화방지，피부질환 

건강기능식홈 처방의 실채 

‘ 

김용준 김용태 류진환 
박동훈 예성호 오현갱 
이정미 이숭법 갱민권 
초현갱 

-~ 次 공인식 김지얘 박지상 
송총임 신용육 신재원 
안용미 오숭원 이기현 
이송주 임주현 청강산 
최경복 

太 뿔 院 生 빠 土 김용온 박민션 양청회 
짧 士 김규냥 장유수 김유일 

유상호 이기헌 김주영 
횡송욱 김종성 

강 시 

서융의대 가청의학과 유태우 

생균관의대 가정의학과 박용우 

생균관의대 유춘현 

셔융의대 가청의학과 박진호 

인째의대 백현육 

경회의대 원창현 

서율의대 가정의학과 장융정 

현일병원 박현아 

서융의대 가정의학과 박민션 

서옳의대 가갱의학과 유태우 



l1J 훨育現況 

@학사과정 

· 주요교육현황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후 흉합 강의 및 실습율 

시행하고 었다. 

- 룡합강의는 본과 4학년 학생융 대상으로 총 5 시간 

융교육한다. 

- 실습용 본과 4학년 중에서 매주 6-7명 단위로 돌게 

, 주간실습표 
싫훗g 월 화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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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총 실습기간은 1주일이다. 무엇보다도 시청각 

녹화 방식율 흉해 학생 1인당 1회 이상용 초진환자 

를 진료하도륙 하였다. 학생 스스로가 진료하고 녹 

화한 내용애 대해 토론하는 시간융 가져 잭판적으 

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융 명가하고 보충할 수 있도 

륙 하였다. 그 외 일차의료에서 쉽게 쟁합 수 있는 

여러 기본척인 수기들융 익히도륙 하였으며 교수， 

션임의 강의시간융 홍혜 갱규수업애서 다뤄지지 못 

했헌 부분에 대해 교육하였다 

E--E, :I:1i 

7 : 45-
C파j외 review jouma1 ∞ruer힌lCe clin뼈1 review heaJth pt'αnOOOn faαlty lecrure 

9: 00 

9: 아} 가갱의학 외래 참관 건강충진샌터 예진 
건강중진플리념 참관 

영양상담및 
수기실참관 12 : 00 및실습 및판갱참관 용동쳐땅 

13: 30-
신환예진보기 신환예진 보기 신환예진보기 신환예진보기 신환예진 보기 16 : 00 

16 : 00- 학생중혜발표 및토의 학생충혜발표및토의 학생중혜벌표 및 토의 학생중례벌표 및 토의 총합토롤및 실습명가 
17 : 00 (조비룡) 

17 : α)- case 
18 : 00 conference 

@대학원과정 

. 재셜 강화 

(유태우) 

case 
∞ruerence 

(전임의) (박민션) (허용혈) 

case case case 
αxúer윈lCe ∞ruer힌lCe ∞떠g윈lCe 

1. 임상의사소흉론; 임상의로서 환자와 원활한 의사 

소룡융 용해 바랍직한 의사환자관계률 수립하고 

양철의 진료훌 재공하기 위한 분야 

2. 스트떼스관리롱; 현대인의 과충한 스트혜스훌 관 

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임상척인 기슐융 실습과 

토흔융 흉해 습득하는 파목 

@학위수여 

• 석 사 
성명 

서상연 

장용청 

신헥수 

융영호 

논 문 제 옥 

여성 성기능 연관 요인 훈석-가갱의학과 외래 환자률 중심으로.-， 가갱의학 

회지24， pp.721-730, 대한가갱의학회. 
암 환자의 흉충 죠철 만혹도와 판련된 요인l}갱의학회지 24, pp 812-818, 
대한가갱의학회. 
성인 여성에서 용도의 유형 및 용용량과 골밀도의 연관생， 가갱의학회지 
24, pp 819-826, 대한 가갱의학회 
M버Uα:nter st빼y 0( p때1 빠d Its Mana양ment in Patients with 
k뼈xed caocer in Kaea, μm훌1 ci pain ar피 에IJ1XOOl 뼈m홈πnt 25, 
pp 430-437, 타g에er 싫ence PUbI co Ioc. 

일 자 지도교수 

2003. 8 허용렬 

2003. 9 허용렬 

2003. 9 허용혈 

2003. 3 허용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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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전공의 파견병원〉 

연 차 수 련 내 용 파 견 병 월 

가갱의학과 서율대학교 뱅윈 

국립 암생터 

내과 서율대학교 병윈 

시립 보라매 병연 

지방공사 인천의료현 

포천의료원 

소아과 서울대학쿄 병원 

1-2년차 
시립 보라매 병훤 

체주대학교 병원 

외과 지방공사 인천의료현 

제주대학교 병웬 

산부인과 서율대학교 병원 

부천 세종병웬 

비뇨기과 서융대학교 병윈 

용급의학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이비인후과 재주대학쿄 병원 

가갱의학과 서윷대학교 병원 

국립 암센터 

내시경실 서율대학교 병원 

3년차 
피부과 서율대학교 병원 

신경과 서율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서율대학교 병원 

건강충진센터 서율대학교 병훤 

갱형외과 지방공사 인천의료훨 

[I] 맑究現況 

CD 국내학술지 주연구논문 
번호 논

 

a 

-
ι
 

번호 논 므
 ι 

1. 서상연， 유태우， 허용렬. 여성 생기능 명가훌 위한 셜문 
지 개발. 가갱의학회지 2003;24(2): 172 -182 

2. 이동훌，배우정，박상민，장융청，김규냥，조비룡.고혈 
압 환자의 자가 혈앙 혹쟁 방법에 판한 껄푼 조사. 가 
갱의학회지 2003; 24(1): 45-50 

3. 임열리， 황송육， 심현준， 오운빼， 장유수， 초비룡.ATP 
m의 진단기준얘 따흔 대사중후군의 유명톨과 관련위협 

요인 훈석. 가쟁의학회지 2003; 24(2): 135-143 
4. 박민션， 김훨환， 이생희， 황의정 ， 갱생인， 김엄안. 국내 

인터넷 웹써트얘 소개된 비만치료의 실태 및 문제정. 
대한임상건강충진학회지 2003; 3(2): 156-164 

5. 이재호，신호철，김철환， 양융준， 원장원， 죠청환，조비 
용， 갱화재， 번성일， 박은숙. 한국형 A1MS2의 타당도와 
신뢰도. 가갱의학회지 2003; 24(1);19-44 

6. 유태우， 고회갱， 오상우. 현격일차진료와 환자만촉도. 대 
한의료갱보학회지 2003;9(1);17-24 

7. 정우진， 유태우， 이션미. 용주 주총과 급생 위혜 유발 옴 

주 위험도. 예빵의학회지 2003; 36(4); 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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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응급의학교실 (Dep와tment of Emergency Medicine) 

디] 톨를홉Jl 낌 主홈홉Ib훌피를 

主 1f 훌 홉 l ’ 톨l jf ~f，훌훌 ’ 용급의학과장융 포항한 용급의학과 교수 3 명， 전 
l1J 률t jf nJi유룻 T훌究 임의 4 명， 용급의학파 천공의 12 명， 내과 파견 

• 1f 톨 師 申*업헤l m~엉양 {훌엉엉朝 
천공의 3 명， 신청과 파견 전공의 1 명， 소아파 

$宗~
파견 전공의 2 명， 방사션과 파견 전공의 1 명과 I 攻 . ~~ 次 술雨正 g由~

三 年 次 ,UC$ 李在. 千Iltm 인턴 13 명 (본원용급실 10 명 + 소아용급실 3 

二 年 次 슐台빼 朴M:t& 朴k효i* 명)이 진료플 담당하며， 간호사 46 명 (본원용곱 
- 年 次 金~훌 후훌中 ~，훌i흩 실 35 명 + 소아용급실 11 명)， 감호운영기농직 

金.洙
12 명 (본원용급실 8 명 + 소아용급실 5 명)과 사 

(本院훌A2l 
무직 8 명 (본원용급실 5명 + 소아용급실 3 명)， 률 훌 • 를훌훌훌 聊뼈를 

•• 훌 .훌훌 李才훗 nil삐R 용급구￡사 4 명 (6 개월 계약칙， 본훤 용급실에 

슐Jhll .’‘좋Ilt 흩珍홉 만 근무)， 그리고 운영기능칙 4 명 둥으로 총 107 
朴永姬 金톨훌l ~톨홈玉 명의 인력으로 구생되어 었다. 
íÌ~훌. 훌톨훌l íÌ~릉姬 

• 본윈 용급실용 2003년 현재 60 개 병상 (법정 병 •• 효. 朴世元 총훨l홉 

朴ß’‘ .~伊 朴{비:(t 상 38 개)으로 충환구역， 준 충환구역， 중앙 치료 

~ •• 빼훗 ... fl山明 구역 및 판창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용곱수슐실 
윷톨톰 슐톨珠 후훗美 (l 개 병상)과 연당실 (l 개 병상)， 격리치료실 (4 
후훗Jj( ~톨m~ ~톨珠 

개 병상)이 각 1 개씩 었으며， PACS 기능율 갖춘 
金~~ 李it훌 i-ilft 
李尙jlift貞m 申{山花 방사선 촬영실이 용급실 내에 있고， 보호자 대기 

:t世풀 실， 의국， 행청 및 수납융 위한 사무실이 었다. 
l훌메빠I m를. 윷흩姬 .t훗熙 용급실 업구에 예진실 (2 개 병상)율 셜치하여 모 

朴珍映 ~맨‘훗 ìt在化 든 내원 환자훌 초진하여 중충도 분류훌 시행함으 
좋줍子 빼i!I:進 

로써， 중충 환자는 보다 신속한 집충 용급처치룡 훌훌했빼土 훌l홉，맨‘ .m廷淳 下톨仙 
林훌it 받율 수 있게 하고 갱충 환자는 간단한 진료 후 

* 홈 • 金弘~ i:*洙 李明윷 신속하게 귀가합 수 있재 조치하고 있다. 남자 의 
슐~~ 申뼈. 사 당직실과 여자 의사 당칙실이 따로 있으며， 각 

I를훌훌톨 *톨맹‘훗 朴훌子 íÌ~훌 
총 교육 빛 회의를 위한 소규모 회의실이 갖추어 

(小兒훌훌휠 
져 있다. 톨 훌 • 를톨훌聊 후IJJ恩 

•• 훌 金IJJ玉 :ta子 尹五I흩 소아 용급실온 현재 19 개 병상 (법갱 병상 10 

톨하나 쏠美 • .fK흥fJJ 개)으로 척리실， 판활실， 쳐료실 중앙치료구역 
!t~.훗 尹합훌 훌훌~ PBS실로 나뉘어 있으며， 그 외 원무용 담당하는 
윷훨‘ .• 수납사무실과 보호자 대기실이 마련되어 었다. 그 

tI훌빠. :t훌. t~lIB~훗 金京JI
리고 인턴 및 소야파 천공의훌 위한 당직실이 각 훌숲~ 金宰~*

사 무 직 후빼흙 *文i훌 훌훌훌 zt 었으며 격리실용 주로 항앙치료훌 받는 환지들 
운엉기탬 빼흉秀 융 위한 풍간으후 이용되고 었다. 소아병왼에서는 

예진실융 운영하지 않고 었다. 소야파 천공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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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성명 인 사 내 용 일자 비고 

간 호 직 이마청 신규벌령 03. 5. 05. 

” 장지빼 신규발령 03. 8. 05. 

” 한갱숙 사직 l ’ 

” 임효갱 단시간신규계약 03. 8. 18. 

” 서현주 신규발령 。~. 9. 05. 
의 사 직 서길준 후교수숭진 03. 10. 01. 
간 효 직 송미션 사직 03. 10. 05. 

/’ 김선혜 신규벌령 ” 
의 사 직 갱생구 충진， 입상교수요원 죠교수발령 03. 10. 05. 
간호용영기능직 강보빼 신규발령 03. 10. 13. 
간 호 사 이갱화 l ’ 03. 11. 05. 
간호운영기능직 유갱수 간호부로 전보 03. 12. 11. 
간 호 직 최윈자 용급간호팀장 발령 03. 12. 29. 
사 !f- 직 김홍재 용급행갱팀장 발령 03. 12. 31. 
간 효 직 최희강 용급의학과 수간호사로 전보 " 

” 윤소영 용급충환자실 수간호사로 천보 ” 
” 유순얘 내파로전보 
’l 이명용 

[1J 훨育 現5H.

<D학생 교육 

• 의과대학교 4 학년융 대상으로 용급의학 강의 8 

시간과 임상실습 2 주간을 교육하였다. 강의는 심 

혜소생슐 (BLS, ACLS), 외상 소생술 (ATI.S) , 소아 

소생술 (PALS) , 환경 용급， 약물 충독의 용급처치， 

대량재해와 용급의료체계 (빠SS)의 내용으로 이 

후어졌으며， 실습온 2 개조로 나누어 본원 용급실 

파 보라매병원 용급실융 1 주씩 교대로 번갈아 가 

여 내과척 및 외과쩍 용금처치훌 충심으로 전공의 

톨 보조하연서 술기와 지식융 습득하는 방식으로 

임상 실습을 실시하였다. 

• 서융보건대학 용곱구조학과 학생융 대상으로 6월 

9일-7월 19일까지 약 6주간 실슐교육율 하였고， 

11월 17일-12월 13일(4주)까지 풍주대학교 용급 

구조학과 학생들을 실습 교육하였다. 

@교수훨동 

• 부교수 서길쥔과장)온 2003년 5월 25일 대한외상 
학회 강} 외상처치술 연수강칙에서 "Airway mana-

" 
" 
” 

양ment"률 강연하였고， 2003년 5월 30일 원자력 

병훤 비상진료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공공의 

학회 훈채학술대회에서는 ”채혜의 개념 및 원칙’ 

융 강연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용곱의학과 

천문의률 주축으로 하여(확영호， 청성구， 신상도， 

최훨초 둥) 대량 재해 모의 훈련융 시연합으로써 

국내 용급의학계의 비상한 판심융 모았으며， 2003 

년 6월 20일 채주대학교병원 욕별강연에서는 ”권 

역용급의료센터의 현황과 전망”융· 강연하였고， 7 

월 8일 서율대학교병원에서 열련 용급간호 분야 

회 보수교육에서 ”욕의 치료”라는 재목으로 초청 

강연하였다. 2003년 11월 15일 대한충환자의학 

회 학술대회애서는 ”닮rly goal깅irected therapy 

in shock"에 대해서 초청강연 하였다. 또한 2002 

년에 이어 대한 용급의학회 간행 이사로 활똥하면 

서 대한용급의학회지률 한국 학솔 진흥원 국내 학 

슐지 목록(인텍스)에 퉁록 시키는 풍 콸목할 만한 

업척융 이루었다. 

2003년 6월 대한임상독성학회 재무이사， 11월 

21일 대한용급의학회 수련이사， 12월 6일 대한외 

상학회 총무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훌 초빙하여 용급의학 관련 최신 지견 빛 청향애 

대하여 강연율 개최하였으며， 12월 8일애는 일본 

T에<yo University H∞pÏ'때의 Tetsuya Sak없noto， 

T싫ashi Fujila 교수훌 초뱅하여， 강연회률 개최， 

한일 용굽의학계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 전공의 파견수련 
1 년차 수련기간 12 개월 통안 내과 2 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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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과 2 개월， 소아파 2 개월， 신청과 2 개월， 그 

리고 분당셔율대학교병원의 파견 수련융 하였으 

며， 2 년차 전공의는 내과쩨 중환자실 2 개월 및 

보라매병원， 훈당서융대학교병원 청형외과 2 개월 

의 파견 수련융 하였다. 3 년차 전공의는 보라매 

병원 용급의학과 4 개월， 분당서율대학교병원 1개 

월의 파견 수련율 하였다. 

• 서울대학교 병훤 용급의학과의 자혜 수련 프로그행온 다융과 같다. 

월 회 “ï 목 :I1i 토 

æ:Q0.8:3C) 
Moming Mon피18 Moming Morrψ19 Rad뻐앵Y Moming 
α>nferδlCe Confer윈lCe Conference confδδlce ConfeJ엉lCe α)lÚerence 

æ:3().{)9:3C)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용급의학과 
당직보고 당직보고 당직보고 당직보고 당직보고 당칙보고 

Research 

(Y1:3ι10:00 용급실진료 
meeting / 
MortaIity 

conference 

16:00-17:00 

CPR 

17:0ι18:00 
joom외 

EGR 
staπ 

TOpic review 
conferencel 

∞'rú않nce Lecture Resuscitation 
α>nfeJ윈x:e 

E낌 맑究現況 

<D 국내학술지 주 연구논문 
번호 논 

a 
i -

-
ι
 

번호 논
 

1. GiI j'∞n Suh, Y，∞ Kyu Yoon, Hyoong Gon Song, 
J∞ng E버 암1야， Sung Eun jung. 까1e eπcct of 
glUtal피ne on indudble 띠띠C oxide 앙m따.se 용ne 

expression in ime회na1 얄hemia-repe버lSion i띠띠y. 

Nutrition Rc풍earch 2(뼈;경:131-140 
2. sung Eun Jω19， Yeo Kyu Y，ωn， Yong Su Lim, 

Hyoung Gon Sor핑， JαXlg E버 에lCe， GU Jα>n S바1. 

comb따ed acb찌띠stration of glutamine and growth 

hormone 원뼈횡stically reduces bactcrial traClSlocation 
띠 풍뼈s. )OUmaJ of Korean M엉ical science 2003; 
18(1):17-22 

3. 총경준， 천성빈， 신중효， 이중의， 서길준， 용여규. 장혜쇄 
충 환자에서 수슐척 치료톨 필요로 하는 요인훈석. 대한 
용융의학회지 2OO3;14(l):1QS-1(Y1 

4. 초유환， 죠익준， 신중호， 이충의， 셔길춘， 융여규. 강알칼 
리 충톡에셔 약산율 이용한 중화요법의 유용갱에 대한 

실험척 연구. 대한용급의학회지 뼈3;14:(1 ):11아16 

5. 신상도， 이중의， 서길준， 김찌용， 성주현， 황용희， 횡숭 
식. New Injury seve뼈 Score(NISS)얘 기초한 교룡사 
고 손상 피라미드 연구. 대한용급의학회지 2003;14(2): 

192-197. 
6. 김우갱， 신상도， 김흥훌， 확영효， 이충의， 셔길훈， 융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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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켠 2 3 4 5 6 7 8 9 10 11 12 힐계 

신 청 갱 신 과 16 23 24 25 32 21 28 25 45 24 15 23 301 

신 경 과 147 144 152 166 ln '}J)7 '}J)3 192 151 189 2('f) '}J)2 2,139 

구 강 외 과 0 0 0 0 l 0 5 0 3 3 2 0 14 

용 급 의 학 과 857 834 90s 862 없”。 811 883 873 866 851 6η κ훌 10,002 

계 1,938 1,824 2,022 1,934 2,137 2ρ16 2,132 2,101 2,æ9 2,083 1,873 1,FI:f) 24,018 

〈小見훌옳훌〉 

CD 흩를흩分 

끓\용 2 3 4 5 6 7 8 9 10 11 12 껴| 

입 원 162 181 156 143 163 170 151 141 165 145 125 133 1,835 

귀 가 424 453 468 432 쟁4 492 524 쟁7 620 498 495 518 5,895 

타 원 6 5 7 7 5 5 6 10 6 9 8 6 æ 
사 망 1 l 0 1 1 0 0 0 1 0 0 2 7 

계 593 640 631 583 653 tiJ7 681 638 792 652 628 659 7,817 

@科뭘혈훌빠It 

는~켠 2 3 4 5 6 7 8 9 10 11 12 힐계 

~‘- 아 과 422 434 403 397 432 458 472 439 518 450 427 498 5,350 

-까‘‘- 아 외 과 18 22 23 27 26 32 36 '}J) 38 23 32 36 333 

소아홈후외과 2 1 2 0 0 0 2 3 l 0 1 13 

소아신청외과 30 33 43 31 36 25 31 38 42 34 36 21 400 

소아청행외과 32 28 35 27 41 38 41 48 53 48 43 19 453 

소 아 성앵외과 10 6 9 8 10 13 6 7 20 11 13 7 120 

소 아 피 후 과 10 12 5 10 9 10 IS 18 11 6 7 4 117 

소아비뇨기과 13 21 24 12 10 19 6 7 7 4 9 16 148 

-까-‘- 아 안 과 7 12 7 16 9 7 15 9 IS 11 3 16 127 

소아이비인후과 17 17 16 14 21 15 9 12 12 16 17 11 ln 

소 아 갱 신 과 0 l l 0 2 l 2 2 0 0 2 12 

용 급 의 학 과 33 52 64 39 53 47 48 30 67 44 39 35 551 

채 593 640 631 s84 647 666 6fK) 632 7뼈 648 626 666 7,æ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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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ι
 

논
 

번호 
a r 논

 
tau varies w따1 ceU types and dev잉φment sta양s c:i 

d꾀cken re상na. Neurosci Lett. 2003 May 22;342(3): 
167-70. 

2. Kang )5, 잉10 0 , Kim Yl, ~훨hm E, Yang Y, K피1 0 , 
Hur 0, Park H, Bang 5, Hwang Yl, lee W). 
L-asooIbíc acíd (vítamín C) íncluces the aJX뼈osis of 
B16 m파íne melanoma CelIS via a ca휴X똥용inde

야I앙ent pathway. cancer lrrununol Immunother. 

2003 Nov;52(l1):693-8. 
3. Cho 0 , Hahm E, Kang )5, 찌m Yl, Yang Y, park )H, 

K피10， K따1 5, Kim YS, Hur 0 , park H, Pang 5, 11 

Hwang Y, lee WJ. VitaJlÙn C downregulates ínter
leul이n-18 production by ín，σeasíng reactive oxygen 
imem빼íate and mít，앵en-activated proteín 때nase 

sígr때피l& ín B16F10 muríne melanoma CelIS. M허a

noma Res. 2003 Dec;13(6):549-554. 

@ 연구비 수혜현황 

연구찌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윈기판 

이왕재 활생 B 렴프구 표면항원인 。n1에 대한 륙이 단 2002. 6. 1-2005. 5.31 암갱륙추진 한국과학재단 

일률릉항쩨톨 이용한 한국인 호항성 암의 새로 연구개발사업 

울 진단법 개벌 
이왕재 총양혹이 항원에 대한 축주의 연역반용의 검충 2002. 9-2007. 8 기초의파학 한국과학재단 

및분석 연구센터(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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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학원 분자종양의학 전공 
Program of MoleC\피ar and Clinical Oncology) (Graduate 

짧
 뺀 

민
 
숙
 

쩌
에
 
애
 

깐
 쁨
 

김
 
선
 

總짧
 짧 

I톨
 
I 

生** 

年

年

• 

院

-
二

三

뿔
 

土

士
士

成

룰
 톨

 

짧
 짧
 

뼈
 맑
 大

허대석 

김철우 방영주 안효섭 생숙환 

신희영 성명훈 이동순 
김영태 

[디 훨훌톨홉. 

ag 

뿔
 
빼X
 생R
 
gg 

gg 

&g 

&g 

kg 

&g 

w” 
助

률k 任

훌
 훌
 

主
&g 

”” 
助
훌
 
훌
 

1t 土 - 年 강형진 조정아 최용수 조현민 
최인실 

빠土=年 
빠土三年 

빠 土 四 年

김태유 김한수 갱채민 구자록 
이청원 

홉 

훌t 

Iè 

• 

Ii 名

JJJ 

H호.
톨 톰 • 
톨 ft 

톨 

로 산재된 형태로 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암에 관한 연구흘 조직적으로 하기 위빼서는 소 

속교실이나 진료과률 초월한 ∞mpr앙1eTlSive approach 

가 필요하다. 또， 개별연구보다는 기초연구자까지 포함 

된 team approach률 해야 국재 정챙력 있는 연구가 가 

능하다. 따라서 , 기존의 연구단위 외에 암 연구용 조직 

척A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위로서 훈'7-}총양의학과정 

이 신설되었고， 압에 관한 기초연구와 입상연구의 유기 

적 초화， 합생 부위에 관계없이， 종양 공용의 욕성에 대 

한 교육용 용한 공동연구의 기반초성 옥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밍 초흩홉Ib훌I톨 

<D총론 

암용 인체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는 치명척인 질환 

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아칙 만족할만 

한 치료성적융 거두고 있지 못하다. 기존 연구의 문채 

첨용 첫째，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유기척으로 연계되 

지 뭇했고， 률쩨 임상연구의 정우， 진료단위별로 장기 

충심의 접근이 주흘 이루어 총양연구의 공흉정얘 대한 

조직척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훗했다. 

현재는 교실 내에서 종양융 연구하는 교수훌 중심으 

일자 

2003-2005 
2003-2005 

직위 

Chaìrman 

cha피nan 

Scientific Commlttee, 6th Asia-Pacific Hospice Conferen∞ 
Scientific Commíttee, 1&11 Asia-Paci.fic Cancer Congress 

학회명 

교 수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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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빼월 되신경과학 전공 (<1밟uate pr빵와lof 없mdet뾰) 

〔디 훨훌톨名월 

主ff훌톨 이팡우 

훌k 홉 노채규 왕규창 황용송 
장기현 

톨’ 敎 뺏 융병우 천범석 이상건 
이경민 김상융 청천기 
오창완김기중요송하 
최기영 이용수 

助 훌k 흩 김만호 김송기 

大 • 院 生 1t土-年 흥융효 김남회 주 건 
양송인 강혜진 김치현 
최병용 

훌土-~ 이서영 권형민 민주흥 
갱근화 청영민 오동훈 
이순태 김지영 김민갱 
임명찬 이창섭 

@ 대학원 전공단위 개설 강좌 현횡 

강좌명 신경과학 
강좌 
번호 

창여교수 11명 
교수 

강화시앵 
13회 명단 

횟 수 

학 청 

강의목륙 

E낀 훨育훌킹R 

CD 대학원 전공단위 현황 
- 2003년부터 의과대학 대학휠 파갱으로 신청과와 

신경외과플 주축으로 소아파， 이비인후과， 핵의학 

과，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교실이 용합되어 놔신정 

과학 천공단위가 개셜되었다. 

- 2003년부터 쳐옴으로 신입생융 모집하면서 3월 1 

일 이셔앵， 권형민， 민주흥， 청근화， 청영민， 오동 

훈， 이순대， 김지영， 김민청 (이상 신경과)， 임병찬 

(쇄과)， 이창섭 (신경외과) 천공의가 신청과 석사 

과갱에 입학하였으며， 김남회， 주건， 홍융호， 양숭 

인 (이상 신정과)， 강혜진 (핵의학과)， 김치헌 (신 

청외과)， 최병윤 (이비인후과) 천임의가 박사과갱 

에 입학하였다. 

- 뇌신경과학 천공단위 개셜강좌로 1학기에는 신청과 

학과 신경계종양학 강화가， 2학기애는 신청퇴행의 

유전자척 이해， 신정과학방법흔 강화가 열렸다. 

8022013 |헬I I 2α)3년 

1 학기 

이팡우 외 10명 

3 

1 Analomical & fUnCtiOnaJ or흉l띠zation of Ihe cen!ral nervous system (4.1) 

2 lntegration ci sensory and motor functjoo: frαn nerve ∞Ils ω cogrútion (4. 8) 

3 Language and aphasia (4.15) 

4 Leaming ar녕 memory (4.22) 

5 Aging of Ihe brain & dementia of 야le Alzbeimer type (4.29) 

6 〔농ntraJ 에SUaJ pathway & perception of motion, deplh, and form (5.6) 

7 COnl.rOI of 용U! & veslibular system (5.13) 

8 까le bodily sense & 야f야ptiα\ of pain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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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신경획g의 강좌 

002_2018 |첼I I 2αB년 

유전자적 이해 번호 2학기 

창여교수 2명 
교수 

강화시행 명단 
이팡우，김만호 

횟 τ ι‘-
11회 

학 정 3 

강의옥록 

I parkin 용ne， AD 때d parkisonism 

2 Vestibular neuritis 

3 Genetic risk faα。>rs 피 Alzheimcr's diseas 

4 Pπ쟁rammed cell death in ALS, Apopt∞is 

5 APOE 띠 ALS, MS and AI강lcimer ds, Her어itary muscle disease, T끼pple reπ!aldisease 

6 Genetic basis of par힘nson’s disease, SOD1 mutatiαl-relaled neurαoxidty in far찌U외 ALS, PD and 앙nud잉n 

7 Genetics of 앙roke， multiple scIerosis 

8 EpUepsy, AD and cholesterol 

9 Genetics of AD, núlochondrial disease 

10 A여iκpαein E er뼈nce; uptake of soIu비e bul noc: aggreg;lled 와1YIoid-밟aprα하l ÍrWα>ynaptic ~앉따뻐S 

11 
Bra피-Derived Neurocrophic FaClα Pl'O{ection of Cortical N밍rons from serum Wiù삐rawal-Induced 

Apc껴xosis Is 1띠:ûbiled by CAMP 

강좌명 신경과학빙업톨 
강죄 

않>2 2이8 | 학기 | 2α)3년 

번호 2 학기 선택 

참여교수 12명 
교수 김숭기 ， 채총회， 홍근식， 전t냐， 김홍석， 신용훈， 척기영， 갱영성， 융뱅우， 찌d。 없i， 허성오， 

강좌시행 
12회 

명단 황규창 

횟 1 ’‘-
학 정 3 

강의욕륙 

1 MoIecular lechnique for her혀itary disease 

2 Molecular approach lO neurol앵cal disease 

3 간질환자의 뇌톨 이용한 형태학척 연구의 실쩨 

4 FωlCtÍOI꾀1 analysis of NF-2 용ne 

5 Glioma invasion 

6 형태학쩍 및 초칙배양 관련 연구 방법흔 

7 • 뇌종양 조직율 이용한 형태학척 연구의 실제 예， • 세포빼양을 이용한 뇌종양 연구의 실제 예 

8 h따1 때d spi따1 traurna의 흉물 모렐 

9 brain and spinal ischemia의 똥률 모댈 

10 륙강 MoIecular approach ín ne비"OSurgery 

11 transgenk and knock OUl mouse 

12 neural tube defea의 용률 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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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무햄정설 (야ftce for Genera1 MfairS) 

띠 기능 밍 인원현황 

서무과에서는 예산의 판리 및 집행， 챙사판리， 각종 - 총괄 창조 

시셜물의 유지보수， 국유재산관리， 교육차판 및 일반직 

원의 인사업무 풍율 수행함으로써 연구 및 학생교육이 

원활히 이후어질 수 있도혹 재반 지원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2. 교무햄쟁실 (아ftce for Academic Mfairs) 

[디 기능 낌 인원현황 

교수의 인사， 연구 및 혜외여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 - 총괄 창조 

갱척인 뒷받칭과 학부 및 대학훨의 학사관리 풍 교육과 

연구의 진행에 휠요한 제반 지원업무률 수행한다. 

3. 학생햄갱실 (Office for Student Mfairs) 

rn 기능 
지급업무 및 부업지도업무， 뱅사업무， 군 션공의 판리 

학생률의 후생복지와 각총 활동 퉁 학교생활에 필요 업무， 전문연구요원， 의료용사 지현 풍 학생률과 가장 

헌 재반 지훤융 주 업무로 하며， 서클활동 지원， 장학금 밀청한 업무훌 담당한다. 

띠 인원현황 밍 학년 담임 

성명 직급 직책(부세 비고 

솥*ti 교 수 학 생 부 학 장 
후향i홉 조교수 학생부학장보 

요정숙 6급상당 학 생 주 엄 

훌훗. 기놓칙 

우채학 기능칙 

및
 T 뺀

 
-l 

z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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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급 수혜 현황 

(단위 : 원) 

구분 2α용1학기(지급) 2003-2학기(지읍) 

o 학부 

우둥(천액) 7명: 22fX1)Iα)() 22fX1)，Iαm 

기생회비 %명: 142，6951αm 기성회비 74명: 135，339，1αm 

수업료 186명: 75;얹38，000 수업료 218명: 88，944，1α)() 

생활보호 2명: 6，5601αm 생활보호 2명: 6，560，1αm 

유공자녀 11명: 37，458，'α)() 유용차녀 11명: 37,659,000 

발전기금 10명: 35,154,000 I 발전기금 10명: 35,154,000 

교 내 
소 계 : 320,664 ,000 I 소 계 : 326，565，αm 1-------.-.----.-…-.-.-----.;-.... -... --.. 1 .... - ....... -... --.------------- .-.-... -'...-. ..;._.-... -o 대학원 I 0 대학현 

기생회벼102명: 129，0쟁，αm 기성회비106명: 119，0341αm 

조수 19명: 7,752,000 조수 17명: 7，752 ，'αm 

수업료 98명: 39.984，'αm 수업료 171명: 69，768;αm 

유학 4명: 9 ,O?:IJ ,000 유학생 10명: 20，315;αm 

입학금 58명: 8,236,000 입확금 14명: 1;었38，α)() 

소계 : 194,O?:IJ,OOO 소채 : 218，857，'α)() 

합계 : 514，694 ，αm 합계 : 545,422,000 

쿄 외 
o 학부 26명: 71,678,000 o 학부 24명: 49，563，'αm 

대학원5명: 18，304，αm 대학현 2명: 8，2141αm 

o 학부 45명: ff7 j!18，1αm o 학협6명: 59，409;αm 

자 체 대학원14명: 10;α)()，Iα)() 대학원47명: 35,500,000 
MD장학14명: 14;α)()，아m MD장학12명: 12;α)();αm 

총 계 | 716，108，αm 710，108;αm 

4. 종합실습실 (Mu1ti-I거sciplinary 싫boratory) 

띠 기능 

총합실습실용 의학과 1，2학년 학생 전훤이 동시에 소 

집단으혹(학년당 10방-20방) 나뉘어 고청된 장소에서 

각 교실멸 실습{인체혜부 재외}옳 할 수 있도륙 설계되 

어 있어 학생 입장애서 보연 학생 생활의 중심척 구실 

과 더풀어 연구설 역할로도 손씩이 없고 실습의 내용은 

중앙화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높용 질의 의학교육 

융 할 수 었으며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의 명가 

훌 반영시켜 실습교육 자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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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협동물실 (Ðe뼈rtment of 다boratoπ A미mal Science) 

띠 기능 

셔율의대 기초연구동 8용에 위치한 실험풍플실은 총연 

척 220명 규모의 빼리어 시스댐이다. 주요한 시셜률로 공 

좌화7) 2대톨 포함하여 3개의 주요구역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저용실， 핵예셔， 오토크해이브 퉁 빼리어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완비된 구조이다. 총 18개의 주요한 

풍훌사육실 및 주요 지원시설융가지고 었으며， 일시에 설 

치류 까x)()여 마리훌 풍시에 사육합 수 있는 규모이다. 

낌 인원현황 
※ 현찌 : 2003년 12월 31일 

직책 직달 성명 비고 

실헝동를실부갯걷 교 1 J ‘- 'U:.. 2001.04-현찌 

실험흉물 ii‘::: 교 수 훌玉. 2003.08-현찌 

간접연구경비직 후.'S 1997.03-현재 

간접연구정비직 :ït빠톨 2002.03-현째 
간갱연구정비직 훌I￥~ 2002.12-현재 

간정연구경비직 -*톨 2003.07-현재 

밍 이용교싫 연간 실험현황 

사용자소속 실험건수 사용자소속 실험건수 

뱅리학교실 31 내 과 학 교 실 1 
약려학교실 53 비뇨기과학교실 0 
미생물학쿄실 16 안 과 학 교 실 2 

생리학교실 17 산부인과학교실 1 

기생총학교실 8 소아파학교실 0 

사용칙소속 일험건수 사용짜소숙 실험건수 

생화학교실 3 이바인후과학교실 0 
핵의학교실 0 신청과학교실 2 
의 공 학 0 일반외파학교실 0 
해부학교실 16 간 호 대 2 
의학연구원 0 간 여‘- 구 -ι‘‘- 0 
앙연구소 16 유션자이식연구소 6 

구강외과 0 암 연 구 • 까」、- 11 

소계 160 소계 25 

합 계 185 

딘] 월벌 셜험동룰사육 두수 
(단위 : 마리) 

월멸 Mouse Rat 힐채 

1,154 219 1,373 
2 1,m 212 1 ，잊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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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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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it 1,200 14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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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숙사 (Dormitory) 

띠 개요 

연건기숙사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학생의 연학을 

위한 연의훌 채공하고 규융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 

격도야얘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지원시껄로 

1996년 8월 19일 착공， 1999년 8월 7일 준공하여 8월 

16일 개사하였으며 지하 1충， 지상 5충 건물로 건명은 

6，7(Bm'이다. 사생실(2인l실) 210실과 대학 또는 병원 

융 방푼하는 국내외 인사률융 위한 숙박시셜로 계스트 

륨{l인1실) 9실， 초교실(l인1실) 5실이 있어 총 장4명 

융 수용할 수 었으며 2충에 지문인식출입문이 있어 24 

시간 개방되어 있다. 각 사생실내에는 전화와 핸망이 

개용되어 있으며， 188섹규모의 식당융 비롯하여 매점， 

체력단련실과 학구장， 세탁실， 다립질설， 세미나실， 인 

터넷톰과 각 충마다 휴게실， 간이주방 풍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대학원기숙사가 2001년 11월 8일 

착공， 2003년 3월 21일 완공개사하였으며 지하1총 지상 

5충 1개동과 지하1충 지상8， 9충 I개동으호 건명은 

6，823m3이다. 사쟁실(6인1세대) 1에대와 사생실(l인1 
실) 49실， 가촉실 17째대로 총 162명융 수용할 수 있으 

며 세탁건조실， 공동취사실， 학구장， 체력단련실이 있 

다. 기숙사의 관리운영온 사참의 갑독과 책임아래 운영 

집행되며 새홈게 결갱혜야 할 사항이나 변경혜야 할 중 

요한 사항옹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절융 거쳐 시행힌다. 

띠 인원현황 

훌 훌 훌 홉 河훌~ 

.. 용 훌훌’ 훌 훌 11훌훌‘ 
l1J tì 李~. 尹_~ H相톨 

舍 主 ff .ð멀홉生主l 술뼈11 

rn 판리위원명단 

훌를톨솜톨itì 홉 河星~

훌 .Ig舍효 매 敎 뺏 훌훌g[맹‘ 

톨엇톨효흘톨톨 tì 授 훌*ti 
톨~I홉"톨찌 l1J 훌k 흩 좋뽕i홉 
흩大훌호홉톨톨 tì f웃 崔f힘함 

홉大활뿔톨빼 l1J 훌k 授 李t폐훌 

며 사생현황 

과끓~볕켠 남 여 

의 파 대 학 199 76 
치 과 대 학 97 44 
의과대학훤 34 38 
치과대학웬 3 7 
간호대학원 0 3 
보건대학웬 5 15 
천연률협용과갱 4 6 

계 342 189 

되 주요일지 

2003. 3.1 2003학년도 1학기 개사 

7.21용.17 여륨방학 충 개사 

8.18 2학기 개사 

11.13-19 신입사생 원서접수 

12.5 신입사생선발 

12. 22-2004.2.21 겨용방학 중 개사 

껴| 

275 
141 
72 
10 

3 
20 
1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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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학교육연수훨 
(National Teacher Trai피ng Center for Health Personnel) 

띠기능 

의학교육연수원(National Teacher Training αnter 

for H뼈th Personnel: NTfC)옹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훈야의 @ 교육과정 기획， 교육방법 평가 및 교 

육자료 개발얘 대한 독자척인 연구 @ 해당 분야 교수 

요원에 대하여 교육학적 채훈련융 답당합과 아율러 @ 

기생 의료 요원 특허 개원의얘 대한 연수 교육을 당당 

하고 또한 청부 판련 부서애 대해서는 의학교육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용 담당하고 있다. 

밍 인원현황 

원 장敎 홉 王圭* 
부 원 장 훨 톨 3훌其톨 

연수부장훌 톨슐石훌 

연구개발부장 훨 홉 후允훌 

기획 부 장 훌 톰 .훗-
자 월 부 장 럼 敎 톰 .l!jt.ft 
사 무 직 뼈 成 I 職 全貞姬

g ~ • 뿔싱l~ 

댐 주요활동사항 

1) 신임교수톨 위한 워크숍 

전국 의과대학 신임교수훌 위한 교수법 워크숍이 아 

래와 같이 3번에 걸쳐 개최되었다. 

가. 일시 : 

85차 위크숍 : 2003년 3월 12일 - 13일 

%차 휘크숍 : 2003년 7월 7일 - 9일 

ff7차 워크숍 : 2003년 9월 24일 -26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윈 

다. 추천인현 : 각 대학 학장이 추천한 1-2명씩의 신 

임 션임강사 또는 초쿄수 

2) 국림의대 학장회의 개최 

가. 일 시 : 뻐3년 2월 14일 - 15일 (24차 ; 부산의 

대) 

나. 참석자 : 107ft 국립의대학장， 부학장， 의학교육 

연수원 관계자 

다.회의내용 

1) 의사국가 시협의 현안 

2) 환자와의 의사소통 

히 P8L Tutor TI떠j매19 WI에성'lOp 

가. 일 시 : 2003년 8월 21일 -22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전국의대 교수 

4) 시험문항개발워크숍 

가. 일 시 : (3차)2003년 6월 27일 

(4차)뼈3년 10월 7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전국의대 교수 

5) 의사소통기슐워크숍 

가. 일 시 :(1차)2003년 5월 1일 - 2일 

(2차)2003년11월 5일 - 6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전국의대 교수 

히 중견교수톨 위한 교수법 워크숍 

가. 일 시 :(1차)2003년 4월 22일 

{2차)2003년 6월 9일 

나. 장 소 : 의학교육연수원 

다. 대상자 : 천국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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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학i교육실 (Office of Medical Education) 

[]] A톨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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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총론 

2003년도는 우리 대학이 1998년도부터 추진해옹 새 

교육파갱의 첫 주기(뼈3년도 1학년 - 2006년도 4학넨 

가 시작됨에 따라 새 교육과갱의 기획， 개발， 초기 집행 

파 명가， 중앙관리 프로그랩의 훈영융 담당하고 있는 

의학교육실로서는 매우 바뽕 한해였다. 

새 교육과갱의 5대 목표는 다용과 같다. 1) 통합교육 

의 확대: 기초기초간의 수명흉합， 임상·임상간의 수직 

룡합， 학슐자 중심의 교육내용 용합， 실제 임상맥락에 

근거한 학슐， 2) 임상실습 강화: 면답 · 신체검진 · 기본 

입상수기 풍의 조기교육， 실천 중심의 임상실습， 외래 

교육 강화， 3재 병원의 교육륙성화， 입상수행명가 도입， 

3) 인생교육/인문사회의학교육 강화: 의료용리， 커뮤니 

케이션 기슐 풍 강화， 4) 연구능력육성교육 강화: 의학 

연구과청 개셜 및 전 교육과정에서 연구능력 육성 프로 

그햄 강화， 5) 창의성 채고: 문채충심학슐， 프로젝트 학 

습풍창의력 교육강화. 

이에 따라 2004년도 시행할 ’확대된 용합교육’의 교 

육내용올 개발하는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각 과목별 시 

간 조청， ’감염학l 신규 도입 둥에 관련된 일릎이 이루 

어졌다. 또한 1999년도 이후 5년간， PBL 및 연구과청의 

육성융 위혜 시행되어 옹 2학년 1학기말의 선택과정(의 

학연구， PBL)o1 2003년올 마지막으로 혜지되고， 의학연 

구과청옹 4학년으로 PBL옹 각 통합교과목으로 이행함 

에 따라， 그간 시행해옹 PBL을 갱형화하는 작업이 이 

루어졌다. 

인생， 인운사회의학 교육강화 원칙에 따라 때3년도 

어는 환자의샤사회 1, 11가 시행되었으며， 교육내용에 

맞추어 교육방법융 채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융리 l 

에는 딜레마 토론， 연담 I에는 시나리오 작성(Leaming 

by Designing)과 RoIe Play, 비디오 합명 풍의 새로운 

교육방법흩어 도입되었다. 

또한 뼈4년도 새 교육과갱 2학년의 연말 프로그램 

인 임상수기훈련(ClinicaJ Skill Training)의 Pilα 프로그 

랩율 2003년도 2학년을 대상으로 12월 26, 'lJ일 양일간 
종합실습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심빼소생술 둥 

실숭용 인쩌모형율 구입하였으며， 연차척으로 모형 기 

자재를 확충혜나갈 계획을 새웠다. 

새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재원융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얘 2개 사업(임상의학 쿄육과갱 내 기초학문 

희귀과청， 학슐목표에 기반환 교육파갱관리 및 학습자 

원 판리/명가 시스햄 개발)을 학솔진흥재단 대학교육과 

청 개발 사업으로 지원받은데 이어， 2003년도에도 2개 

샤업(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학습맥락에 따흔 인문사회학 

과 생용의학 풍합교과과정과 교수방법개벨， 지식-수기

태도영역의 종합척 수행능력교육융 위한 표준화환자 프 

로그햄개방)융 지원뺑t다. 

또한 임상수행평가훌 도입하기 위혜 셔융의대， 성율 



III 훨育現況 

CD 교육활동 

가)워크숍 

일자 

2003. 4.22 
2003. 6. 4-5 
2003. 6. 9 
2003. 8.21-22 

제목 

제1차 충견교수톨 위한 새시대 교수법 
제9차 PBL Tutor Training W여<shop 
제2차 충견교수률 위한 새시대 교수법 

채3차 PBL Tutor Training Workshop 

나) 학회 및 심포지엄 

일자 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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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관뿌서 대상 

의학교육연수씬 의학교육연수원 전국교수 
의학쿄육연수원 의학교육실 서융의대 교수 
의학교육연수원 의학교육연수원 천국교수 

의학교육연수원 의학교육연수원 전국교수 

장소 

2α>3. 3.15-19 
2α>3. 5.22-23 
2003. 9.30 
2003.11.21 

세계의학교육학회:의학교육의 국제적인 표준화률 위한 World Conference 
제13차 의학교육합풍학술대회 

핸마크코뺀하겐 
제주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 및 발전방안심포지엉 
째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의학교육에서의 프로혜셔널리츰 

다) 수업 운영 

일자 제목 

2003. 5. 6-10 사회와의사 

2003. 6.23- 7.19 션핵의학 I (문채중심학습과정) 

2003. 6.23- 7.19 
2α>3. 9.15-19 
2003.10.14-21 
2003.12.26-27 
2003. 3.12-12.17 

φ 기타활동 

번호 

션택의학 II(의학연구과갱) 
신경학(PBL) 

혈액학(PBL) 

입상수기 집중교육 

환자/의사/사회 

내용 

1 대한의사협회 사이버의학연수교육 실무위현 

2003년도 환자/의사/사회 시간표 

주제 소 주 제 

인간이란 진화용혀 인간판 

인간이란 사회-훈화척 종찌로서의 인간 

사랍 인간이란 영척존채로서의 인간 

생률학척 벌달 : 수갱 발달 

생율학객 합닿 : 노화와 퇴행 

대상 

4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강시 

짧구 

신민성 

이부영 

박춘흥 

박상훨 

영남의대 

대전유성 스타블룡 

책임교수 

성명훈 
용희철 

이융성 
차충익，이광우 

한규성，신희영 
권성택 

이용성 

기간 

2003.10-2005.12 

시 간 

3월 12얼 2시-3시 

3월 19일 2시-3시 

3월 26일 2시-3시 

3월 28일 2시-3시 

4월 9일 2시-3시 



지월후서 • '1판잉 연황 및 추요활통 • 351 

E꾀 흙뿔홉ltI훌띠I 

[D국내학술지 연구논문 
번효 논

 

a 

-
ι
 1. 1 채수진， 이동순， 이융생. 용합교육에서 문쩨바탕학슐 샤행외 푼째정 및 그 원인파 개션방향. 의학교육학회지 

2α)3: 15(1) 3)-43. 

φ 학술회의 발표 

번호 이톰 논문 일시 

김석화 재18차 의료갱보학회 학슐대회 2002. 11. 22 
신화섭 학습목표에 근거한 웹기반 교육과청 관리/명가 시스댐 개발 

2 이융성 채13차 의학교육합통학슐대회. 2003. 5. 22 
의과대학 교수는 몇 명인가. 

3 채수진 째13차 의학교육합똥학술대회. 2003. 5. 22 
임상의학교육과갱 내 기초학푼 희귀교육과정개발 연구 

4 김석화 대한의료갱보학회 2003년도 춘계 학솔대회 2003. 5. 30 
신좌성 온라인 의학연수교육의 학슐자정협과 학습효과 연구 

5 이총회 피부과학실습에서 환자 연답능력 중진융 위한 역합급의 활용 및 평가 2003 10.22-23 
신화성 

@ 연구비 수혜 현황 

책 임 
연구체목 연구기간 연구비명 지원기관 

연구자 

이융생 
의과대학 교육과갱의 학슐액락에 따른 인문사회학 7003. 9. 1-
과 생물의학 룡합교과파갱파 교수방법개발 7005. 8.31 2003년도 기초혁푼육성율 위 한국학술진 

지식-수기-태도영역의 종합혀 수행능력교육을 위한 7003. 9. 1- 현 대학교육과갱개발연구 흉째1단 
장기현 

표준화환자 프로그랩개밥 2005. 8.31 

김석화 
학슐목표얘 기반한 교육과정판리 및 학숍자원 관리/ 2002. 8. 1- 2002년도 기초학푼육성융 위 한국학숨진 

명가시스댐 개발 2004. 7.31 한 대학교육과갱개발연구 흥재단 

김석확 용라인 의학연수교육의 시행가놓생과 시행방안 연 2002. 7. 1- 서울대학교병원 서용대학교 

신화성 구 2003. 6.30 일반연구비 병왼 

의 학 
표준화환자 연구개발 

2003. 9. 1-
서율대학교병원 

서율대학교 

교육실 2003.12.31 병원 



연구소벌 편활 및 주요훌훌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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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연구원 (M어ic왜 Research Center) 

디] 개요 

서율대학교 의학연구원용 의학 및 의학교육의 발전 

과 국민보건 향상융 위하여 의학 빛 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율 수행할 목척으로 기존의 서울 

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와 서옳대학교 의과대학부셜 7 

개 연구소(쩨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체력과학노화연구 

소，신경과학연구소，의용생체용학연구소，환경의학연구 

소， 심장연구소)훌 룡합하여 1994년 3월 셜립되었다. 

1997년 2월얘는 방사선의학연구소， 알레르기임상면역연 

구소， 내뺀l대사영양연구소 및 유천자이식연구소가 중 

셜되었으며， 2002-2004년에는 장기이식연구소， 원자력 

영향역학연구소 및 인간행동의학연구상} 중셜되어 모 

두 15개 연구조직으로 확대개연 되었다. 

2003년 12월 현찌 겸직교수연구원 111명， 상근연구 

원 74명(책임연구원 9명， 션엄연구현 17명， 연구원 48 

명)， 잭윈 및 위탁 연구원 32명， 보조연구현 82명의 인 

력이 연구활성얘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산하 연구소 

가 독자척인 연구룰 수행하면서 다혼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체찌훌 구축하고 있다. 

띠 주요활동 

• 대학본부지원 룡합연구소 연구벼의 집행 및 관리 

· 산하연구소 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총괄척인 지 

웬 및 충앙관리 

·산하연구소 학술활동 및 우수 학슐지 게채지훤 

• 급여중앙판리 풍의 지훤 사업 빛 의학연구원 홈페 

이지를 이용한 연구지윈 정보의 풍유 

• 산하연구소 간 공풍연구 및 기기 공동활용 유도 

· 의학연구원의 훈영파 방천뱅안 수립융 위한 갱기 

척인 운영위웬회 및 기획위훤회 개최 

• 갱기적인 자체명가률 용한 산하 연구소의 활성화 

• 웬 장 : 총宗iE 교수 
• 후원장 : 洪性台 교수 

댐 조직 및 주요연구분야 

(1 ) 인구의학연구소 

- 소장 : 교수 文엠흉 (산부인과학， TI리 : 02-7(ß.2꼈4) 

@주요활동 

• 불임중의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 수정능 평가와 난 

자동결 연구 및 교육훈련 

· 인간배아 줍기세포 확립과 세포주 용행 운영 및 세 

포치료훌 목표로 환 다양한 연구 수행 

• 유천질환의 환자유전학 연구와 진단법 개발 

• 생식 이상 질환의 분자유전학과 착상전 유전 진단 

연구 

·생식 건강증진 연구 

@연구실척 

가) 학슐지 벌표 

나) 연구비 수빼현황 

1. 문신용. 인간션분회능 줄기째포의 확립 및 셰 

포주 용행운영， 파학기슐부 

2. 문신용.81환t 공동환용장비 구축 운영， 과학 

기술부 

3. 오션경. 고령산모에 있어서 양수 셰포플 이용 
한 태아의 염색채이상 밥현 빈도， 챈닥스 

4. 박용양. 줄기세포 붐화판련 유전자 발현정보 

분석 및 DB구축， 과학기슐후 

5. 한갱호. 박상화. 론돔 포장 방법에 따른 보존생 

연구，유니더스 

다)학술행사 

1. 블임세마나， 2003. 3. 7. 서율의대 동창회관 회 

의실 

2. 블임세미나， 2003. 6. 22. 서융의대 동창회관 

회의실 

3. 률임써마나， 2003. 7. 13. 서율의대 동창회관 
회의실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방표 

부연구논문 

(히 신경과학연구소 

- 소장 : 교수 f*.흥 (약리학， Tel: 02-7짜8285) 

@주요활동 

· 뇌 및 신경계 관련분야 질환에 대한 기초적 연구， 

진단치료 및 예방에 판한 연구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방표 

나) 연구비 수빼현황 

1. 청융회， 노화흰취와 cereb때 양hemia 유발 동 

물모델얘서 상， K 및 Na channel subty없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학슐진흉재단 

2. 청윤희， AI.S t:rans뽕띠c mice와 노화흰겪의 중 

추신갱째에서 발현되는 CREB cascade의 변화 

에 대한 부위척 혹성연구， 과학재단 

(6) 의용생체공학연구소 

- 소장 : 교수 朴光앨 (의공학， Tel: 02-760-3135) 

@주요활동 

· 순환계 인공장기 시스댐 개발 

· 신개념 생체계혹 시스댐얘 대한 연구 

· 컴퓨터 의학용용얘 대환 기초연구 

@연구실적 

개 학슐지 발표 

19 

나) 연구벼 수혜상황 

3 

1. 김희찬. 물리량 생체신호 감지기술 개발， 한국 

전자용신 

2. 민병구. 욕합혈액필터의 공학척 해석연구 및 

의학연구원 .357 

쩨홈성능명가，보건복지부 

3. 민병구. 소구청 인공혈관의 연구， 서율대학교 

4. 민병구. 수력확척 성능 및 생체쩍합성이 향상 
된 훌리어 인공판악의 개발， 파학째단 

(7) 환경의학연구소 
- 소장 : 교수 빼핫훌 (예방의학， Tel: 02-74ι8323) 

@주요활동 

1990년에 셜립되어 훌리적， 화학적， 생울학적 환정요 

인이 인채 건강에 미치는 영향융 구명하고 각종 환정관 

련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대책에 필요한 정보제공 

파 환경 및 산업의학의 전문가 교육율 목적으로 활동하 

고있다. 

-대기오염 및 황사에 의한 역학 조사와 생용학적 지 

표를 이용한 건강영향 명가 

• 산업장 및 환정어써 유해물질의 노출 명가 및 생체 

지표개발 

• 환갱생 및 칙업성 질환의 감시쩨계 개발 

· 환청성 벌양물질과 인체 감수성 연구 : 생체지표 및 

유전자다형생 연구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발표 

주연구논문 부연구논문 

떠)심장연구소 

- 소장 : 교수 술元坤 (흉부외과학， Tel: 02-760-2346) 

CD 주요활동 

심장 및 혈관계용 관련 학문의 기초적 연구， 진단， 

치료와 예방과 역학에 판한 연구 및 교육훈련 수행.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발표 

나) 연구비 수빼상황 

1. 초주연， 한국인얘서 An밍αensin 11 typel Re

ceptor의 유전척 다형성애 따용 표현형 연구， 

과학재단 



부연구논문 
11 

나) 연구벼 수빼상황 

1. 강옹주， 고강}양상 상호작용 신경망 연구， 과학 

기슐부 

2. 한춘구 LOGIQ5 Con때 Hannonic Angio 영 

상명가，한국지이초옴파유한회사 

3. 최병인 간경변충융 가진 환자에서 간 자기 공 

명영상융 위해 사용한 Gdobenate Dime밍u
rnine의 안션성 및 진단효율성의 평가， Bracco 

4. 최병인 탄성영상융 이용환 초용파의 임상적 가 
치에 대한 연구， (주)때디손 

(13) 장기이식연구소 

• 소장 : 교수 술빼훌 (외파학， T，허 : 02-760-3꿨) 

@주요활동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형질전환 무.it돼지 생산체계 

훌 구축하고， 거부반용 초철과 연역관용 기술을 개발하 

여 임상척용 가능 단계의 다연척 이총장기 이식기술 확립 

- 형질션황 기법율 이용한 장기이식용 무균 복채 돼 

지의 대량 생산 

- 이종 심장이식 기술의 개발과 항체 반용옹 이용한 

초급성 거부반용의 극복융 용하여 이총 심장이식의 
임상적용 실현 

- 보체 및 협액용고계， 협소판 초절융 통환 형질전환 

장기의 이총이식 초급성/급생 거부반용의 극복 

- 이종이식장기이식에서 연역판용 유도기술 개발 

• 이총장기이식애서 연역억채채에 의한 독성 및 허혈 

성손상예방 

@연구실척 

가) 학슐지 발표 

12 

나) 연구비 수혜사항 

1. 이갱혈. 이총장기이식의 기반기슐확립과 항체 

반용 조철융 룡한 초급성 이종이식 거부반용의 

극륙，보건륙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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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섭. 이총이식장기 연역관용 유도기슐개발， 

보건북지부 

3. 김상훈. 형질전환 왜지의 무균 생산쩨재 구축 

및 공여장기의 안천성 확립기슐재활， 보천복지부 

4. 김상준. 신장이식환자 가촉융 위한 인터넷 교 

육프로그랩 개발， 종근당 

5. 갱두현. 이총장기 이식의 세포 매개성 연역 반 

용 기전 규명 및 초철 기슐개방， 과학기술부 

6. 박청규. 형질션환 돼지 빼도흘 이용환 당뇨병 

치료 기슐 개빨， 과학기술부 

7. 박청규. 프로태오믹스훌 이용한 생취혜도채포 

분석，과학재단 

8. 김영태. 이총장기 이싱 거부반용 억재훌 위한 

내피 및 상며세포의 초철， 과학기술부 

9. 안규리. 미니혜지 예포대식세포주 확립 및 특성 

규명， Roche 

10. 안규리. 만성신부천환자들융 위한 교육프로그 

햄 개발， 총근당 

다)학슐뺑사 

1. 장기이식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웅 개최， 

2003년 10월 11일 셔융대학병훤 임상의학연구 

소대강당. 

(14) 원자력영향 · 역학연구소 

- 소장 : 교수 安允玉 (예방의학， Tel: 02-740-8322) 

@주요활동 

· 원천총사자 및 훤천주변 주민의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위험도 명가 

· 방시선의 생풀학척 영향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 방사선장혜 방어 기술에 관한 의학척 연구 

@ 연구실척 

가) 연구비 수빼상황 

1. 임회갱， 노인인구에서 용주와 대장직장암 발생 

간의 연판성에 판한 코호트 

(15)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소장 : 교수 金흩예 (갱신과학， Tel: 02-760-깅얘) 



박진아 송상현 신영갱 신주호 
신찌훈 용진선 이채갱 엄신영 
임형우 지창도 최청민 김광일 
흉서훤 홍성혜 허 근 강효갱 
박갱현 박석우 신종훈 이상연 
김온영 홍수미 오현챙 박미영 
최혜영 박현기 김주영 류의경 
배정아 신진희 김황필 여동준 
박수오 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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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 중요행사 
• 채6차 세포주 연구 왜크숍 (2003.6.29) 

· 째9차 유전성총양 연수강화 (2003. 9. 28) 

• 쩨12회 국재암심포지웅 (2003. 9.26) 

나. 주중행사 

교 육 행 정 주 사 김영익 

전 기 주 사 보 도한철 
기 능 직 장갱식 

·화요암 세미나 28회 

• 총양생물학 협동파청 대학원 강의 29회 

· 암연구소 세미나 10회 

· 암연구소 연구과제 밥표회 8회 

· 암연구소 우수연구상 1회 

E김 대학원 교육 현행종양생물학 협동과정) 

(j) 개실강좌 

교과목 개설학기 학 정 튿터FCI‘jjl~ 

종 양 연 역 학 1 3 갱준기 
붐자세포생률학개흩 2 1 3 융흥덕， 갱현순 

총 양 신 호 쳐‘- 달 2 3 전용성 
암 유 전 자 학 2 3 뺑광，김태유 

@학생현황 

· 박사 

훌업생 | 이준챙(00) ， 총상현(00) ， 김일진(01) ， 우소연(01) 

수 료 | 강석원(9'))， 김주영(01) ， 김희정(01 ) ， 임신영(이) 
2학년 | 박석우{따)， 박갱현(따)， 이용진(따)， 이재정〔따) 

1학년 | 갱연주(03) ， 신재훈(03)， 고성규(03) ， 강효갱(03) ， 지창도(03) ， 김수형(03) 

• 석 사 
졸업생 

수 료 

2학년 

1학년 

지창도(01) ， 임형우{01) ， 최문창(01) ， 허 근(01)， 김수형(01) ， 신재훈(01) ， 신주효(01) ， 

강효갱(02)， 김팡일(02) ， 박재현(02) 

김민갱(01)， 박성규(01) 

박진아(02)， 김팡일(02) ， 김소영(02)， 박재현(02)， 배지연(02) ， 신영정(02) ， 융진선(02)， 

최혜영(02)， 홍성혜(02) ， 김황필(02)， 오현갱ω2)， 최갱민(02) 

소민경(03) ， 확미경(03) ， 이주회(03) ， 박현기(03) ， 청현쟁(03) ， 송유철(03) ， 김용배(03)， 

김갱원(03) ， 박미쟁(03) ， 전용현(03) ， 정미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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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믿.:t... Deacylalion a이애tyofce빼외osporìn acylase 
10 cephal∞ponn C 닙 imπoved by chan밍ng the 
side깅13in ∞nformalÍons of aClÏve-site residues. 
Biochem 링얘1 Res α ~310:19-낀. 10뼈a Faaor-
2.935 

56. Lee Y-l, κm 5-Y, cho CH, seo MR, cho D-H, 
Kw와 5-J, 과핀파 Y-S. Coordinate expression 아 the 
a and b subu띠α of heterαrimeric G prαeins 

inv，어ves regulalion of protein defraφlion in ch。

cells. FEBS 냐tt 2003;555:329.334. lmpaa Factor-
3.912 

57. pa윈19 )C‘~핀&J센J Y∞n 딩， Lee Y-S, S띠1 Y깅， 

Chung JW, Park )1 ’, 쁘쁘&上K， son M. Upiodol 
.solulion of 188 Re-HDD as a neWlherapeulÍc agcnl 
for transhepatic alterial embolozalÍon ìn liver cancer: 

precli띠cal Sludy in a rabbit Bver cancer mαlel. ) 
Nucl Med 2003;44:2033-2038. lmpaα Factor-4.587 

58. Y∞n YH, 뀔낀&..l센， Kim HW, Hong SH, lee Y-S, 
KiI HS, αlÎ DY, Lee DS, 쁘쁘&上얀， 냐e MC. NoveI 
。ne-pot one-징ep synthesis of 2’-(18F)fluαof1umazenil 

(FFMZ) for 뼈12여iazepìnc receptor 따13ging. Nud 
Med BioI 2003;30:521-527. Impaα Fact!α=1.924 

59. Shin JH, chun2 [-K. Kan2 JH. Lee η， κm Kl, 댄!!l 
CW. leon2 IM, Lee DS, Lee MC. Feasibility of 
sodiuml빼ide symporter 용ne as a new 피13ging 

reporter 양ne: ∞m뼈rison with HSη-tk. Eur ) Nud 
Mcd M어 1 2003 epub 와tead. lmpact Factor-3.S68 

60. 없ng WJ, 앞브뿔上K， 50 Y， l얻뿔」샌， Lee 05, Lee 

MC. αfferenlÍ3lion of π빼a외naJ FDG u때ke 

ohserved ìn pa바nts with non판lOOICÎc tumours. Eur 
) Nucl M어 Mol lma밍ng 2003; epub 따1Cad. 1m뼈a 

Faα:>r-3.568 

61. 때m S, 앨쁘뿔.l::!S， Kang 5-B, Kìm M-H, ~쁘&.l앤， 

번효 
g 

호
 

Lee 05, Lee MC. (l8FIFDG PET as a substiωIte fjα 
second-I∞k la뼈Iα:omy ìn 뼈lÍents with advanced 
。、쩌따ncaπinoma. Eur) Nucl Mcd Mol lmaging 
2003; epub 빠ead. lmpaα Faαor-3. 잊'í8 

62. Choi J-W, 때m D-), 에1Ìm J-H, 9lun2 J-H. Chun2 
브-K. Generaüon and characterization of IG G 
monoclonaJ anlÍl:x찌ies spcci꺼c fjα m외@녕iaIdehyde. 

Hybridorm 2003;22:259-262. lmpact Faαα--<>.273 
63. Kim TY， l쁘&쉰호， 50ng S-H, Dimtchev A, )eong S•J , 
냥e IW. Kim T-y, Kim NK, ]ung M, ~멜&....Y::I. 

TransσiαionaI silencing of the 0κ-1 tumor 
suppr형sor 양ne by cpi양nctic mechanism in 용stric 

cancer cells. Onco양ne 2003;22:3943-3951. Impact 
Faαor-5.φ9 

64. 따m JE, κm YA, )eon YK, Park SS, !!∞ 05. Kim 
g쁘. com뼈rative analysÎS of NKIT‘'<eU Iymphorna 
and peri아leral T -CeIl Iymphoma in Kα-ea: OÌJlÌ

C어>>thol앵CaI αlCTclalÍons and anaIys납 of EBV strain 

type and 3().bp delelion va따nt LMPl. Pathol lnt 

2003;53:735-743. Impact Factor-O.935 
65. Koh T-Y, park S-W, park K-H, Lee s-G, se어 )-G, 

Lec D-W, lee C-T, 센용요뇨Kim K-H , 핀므&쓰뭘. 
Inhìbitory efTeα ofp낀KlPl 용ne lransfer on head 
뻐d neck 찍따mous cell caJtinoma ceU lines. Hcad 
Neck 2003;25:#49. Impact Factor- l.72 

66. Park S• W, 냐e s-G, Song S-H, 겐효L요족， Park B-), 
Lec D-W, KiJll K-H, 쁘n&.꾀표. 까le 하rect of 띠tric 

oxide on cycl∞xy양따양2 (α)X-2) αerexpression 

in head and neck cancer ceU lines. 1m ) can∞r 

2003;107:η9-738. Impact Faaor-4.056 
67. 학!l&.퍼:쁘， Kim 때， Kim j-W, Min Y깅， Seong W-], 

Roh J-L, 냥e S), Kwon T-K, Park SW. Oi띠α← 

pa뼈l앵ic predictors and impaα of distanl n없s
taS.ÎS from adenαd 야stic carcinoma of lhe head and 
neck. AJ하1 α。l없까1용1 2003;129:1193-1197. Impaa 
Factor-l.l59 

68. αlOi J-W, fark SC. Ka.n2 Gt!, Uu JO, 얀깊E펴고. 
Nur77 aClÍva없d by hypoxía-ir녕uåble factor-l a 
overpr여uces prα끼piomelanocortin in von HippeJ
Undau-muω.ed renaI. cancer Rcs 2004;64:3;'39. 

1m뼈α Fact0r-8.318 

69. 앨쁘g上안， Lee YJ, Kim SK, 1효!!&..l센， Lee 05, Lee 

MC. Comparison of (18F111ωrαxIeoxyglycc훌 뼈ake 

with g1l.lCXl5C 띠I펙JOrter -1 expre:ssíoo and pr이ifera삐。n 

rate in hunα1 앙iam ar성 빠잉13ll 생l 뺑 cancer. 

NucJ Med α)ffiI11un 2004;25:11-17. Impact Faaor-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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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 Ba뼈s CP rn. 1m행in 왜bb3 휴>ecific 

윈뼈etic human monoclonal 3J'삐k찌ies and κ대3 

peptides lhat potendy inhibil plat리elaggr쩍~tion. 

FASEB ) 2003; ImpaCl FaClor-7.252 

89. Stùn )-H, ιι_H， S비n K-H, Shin Y-K, Kang 5oB, 
E쪼u흐. Glutathione 응없nsf;없se Ml associated 

with cancer occurrence in Korean HNPCC f:때피ies 

ca!T까ng the hMUil껴MSH2 mUlation. on∞1 Repon.s 
2003;10:483-486. ImpaCl FaClor-l.171 

90. Ye。 εJ， 으쁘뜨 Y-S， Cho Y-S, Kim), Lee )-C. YC- l: 

번효 
a Z 

A 따g따1 anticancer drug tar명ing hyπ뼈a

inducible μClor 1. ) 뼈ù cancer 1 2003;95(기:516-

525. lmpaCl FaClor‘ 14.5 
91. Choi 바f ， 과!l&.걷효j 없tk )-H, Oloi S, !.ee J￦. Kim 

T-Y, otsu싸 T, Namba M, 쁘!!&....Y:l. A novel 

ger않ng sapor피1 metabolite induα:s ap<껴xOSÎS and 

down-regulates fibtφla.st growth faClor receptα 3 피 

m뼈oma ceUs. Jru) 0n00I 2(χ8;정:1007-1093. In샤)3Cl 

Faαor-2.931 

@ 국제학슬지 부연구논문 - 15편 

번호 논
 

므
 ι 

논
 

1. Kim 꺼， 언팍 YT， lim HK, κm 싼i， Sung SW. 
Mana황nent for chest wall implantation of non-smaIl 
생1 lung cancer after fme-oo여le aspiration bj，야>Sy. 

Eur ) cardio-thorac 2003;23:없용-832. ImpaCl FaClOl'" 

1.451 

2. 010 B, Lee H, )ooog 5, 쁘n&....Y:l， Lee 버， Hwang 

KS, Kim HY, Lee YS, Kang GH, )eoung 01. Promoter 

hypomethylation of a novel cancer/le와s anti용n 

gene CAGE is ∞rrelated with i엽 aberrant expression 

and is seen in premalignant stage of 용Stricca떠
noma. Biochem Bi，φh Res co 2003 )ul 18; 307(1): 

52-63. ImpaCl FaClor- 2.935 

3. Kim S, 때m SS, 흘띤&끄， Kim 5), Lee B). In 꺼trO 

aαjvities of native and designed peptide 3J'피b때ics 

a용inst drug 양lSitive and res띠ant tumor c리1 lines. 

P야)(jdes 2003 )ul;24(7):945-53. ImpaCl FaClor-2.635 

4. Park 5, Um Y, Lec 0 , Cho B, 쁘~， Sung S, Kim 

HY, Kim OK, L않 Y5, Song Y, )eoung 01. 

ldentification 때d charaClerization of a novel cancerl 
testis antigen 용ne CAGE-l. Biochim Biophys AJαa 

2003 )an 낀;1625(2):173-82. 

5. Boun야1eng M, κGrath S, Ma짧 0 , van or었IwN， 

싶브.x.， Rines 0 , 까ljg). Ra미d， inexpensive SCanJ피18 

for all possible BRCAl ar성 BRCA2 gene s(씩uence 
variants in a sin밍e assay: inplications for 얽'Iel.ic 

testing. ) Med Genet 2003;40:e33. 1짜)3Cl Factor-

7.π4 

6. 피ljg ), 쁘h...Y. Functional ~￥nomics of ageing. 빼강1 
Ageing oev 2003;124:3-8. ImpaCl Factor-2.867 

7. Bae Q), Sung YS, )eon SM, 5uh Y, 쁘E알쭉. Kim 
Y1, park KH, Oloi ), Ahn G, park J. Up-re맑때ion of 
αtoskeI없l-associated prα잉n 2 in prir따ry human 

번호 
a Z 

용stric ader1αa띠nomas. ) Cancer Res Oin Oncol 

2003;12잊 11):621-630. Impaα FaClor-2.194 

8. Lee EB, S미n KC, Lee Y], Lee η， cheα1 G), k띤g_ 
I센， son MW, Song YW. 188 Re--따<oUoid as a new 
therapeutic a쩔11 fα meumatoid 뼈비tis. NucI Med 
Commun 2003; 24:6없696. ImpaCl FaClor-l.l27 

9. 5비n CY, son M, Ko )1, )ung MY, Lee rK, Kim SH, 
Kim WB, ~갚홈페， song YW. OA-79ll, 1쨌뼈뻐n
ω1 coIJoid, as a new therapeutic a홈nt of meumatαd 
arthritis. Arch P뼈rm Res 2003;26: 16용172. ImpaCl 

Faα@매.689 

10. Kim SG, JQ!12 HS. Kim TY. Lee JW. Kim NK, Hong 

SH, 쁘!!&....YI.. Transfom뻐19 growth faClor-bl induces 

a∞ptosis through Fas Iigand-independent aαivation 

of the Fas death pathway in hurnan gasuic 5NU-620 

@πinoma cells. Mol Biol α11 2003 α1 31 lEpub 

삶lead of prin~. lmpaα Faα。r-7.599

11. Hansel OE, 없미nan A, Hidalgρ M, 까1Uluvath P), 
U1Jemoe Iφ， Shulick R, Ku κ. ParkJ~， Miyazaki K, 
Ashfaq R, W앙u벼 11, Varrna R, Hawthome L, 
Geradts ], Atga띠 P, Maitra A. ldentificaúon of nove.1 

C해띠ar l3J'흉t5 inb패때Y traCl cancers using gI야)31 

양ne expression tec때1이。gy. AJm ) Pathol 2003; 

163(1):217-229. In1paCl FaClor-6.75 

12. Ree HJ, ohs띠13 K, Aozasa K, Takeuchi K, 얻E드쁘， 
Yang WI, Huh )Y, Lee S-S, Ko Y-H, Kwon 뼈， 010 

EY, Choi Y-L, Rhee )C, Kikuchi M, Mαi S. Deteaion 

of 쩔minal cerlter ß.<:eU Iymphoma 띠 ard뼈l 

specimens; cril뼈1 evaluation of BCJ강 p~앙n 

e째ression in di댄lSC large B-ceU lymphon1a ci the 

tonsil. Hum Pathol 2003;34:61().616. lmpaα FaClor-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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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leS. 혹미방사션과확희 학슐대회， 미국시카::l!， '03.11. 

9-12.4 
5. ß브ιll. ， Kang, 5.B. , 5비n， Y. K., Hong, S.H. , Kim, 

Ij. , S비n， J.H. , f짝냐..::Q. : Promoler hyperme
lhyIaóon φwn-re양lates RUNX3 얽le expression in 
coIorectal cancer c히l 피용 (abstract wRl128). Poster 
pre양1ted at the 94th Annu외 M뼈ng of Amer없n 
Assαîaóon for C3ncer Research Quly. 11-14, 20(3). 

Was비n8[OO ， O.C. , 파A 

6. Park)-꺼， Kim 1-), Kang HC, 5비n Y, Park H-R, Park 
H-W, M∞n 5-0 , l.ee M-5, 월파J:Q. Gδmline 

mU[3óons of the MEN1 or HRP'π gene in Korean 
faoúlies with familial i.solated hyperparathyroidism 
(flHP). 값h lATMO, 5iena, 1때y. )une 24, 2003 

7. S피n Y, 짜m 1-), Kang HC, Park )-H, Park H-R, park 

H-W, Park MA, l.ee )S, Yoon K-A, 팍上!" f빡」흐. 
π'Ie E-ca，예뼈10 -347G-)GA promoter polymoφ피sm 
and ilS effect 00 transcriptional regu1atioo. 값h 

uπ110， Siena, Iwy. )une 24, 2003 
8. park )-H, 힘m 1-) , Kang HC, l.ee 5-H, Shin Y, 짜m 

K-H, üm 5-S, Kang 5-S, l.ee KU, κm 5Y, 냥e MS, 
Lee M-K, park )-H, Moon 5-0 , 월쁘」흐. Gem피ne 
mutations 0( the MEN1 함1e in Korean families 
W헤h multiple er녕ocrine neo머asia cype 1 (r.표N1) or 
MEN1-re!ated di.sorders. AACR 94th Annua1 Meeω19. 
Was비n8[on， USA. )uly 13, 2003 

9. Kim 1-), Kang KC, Park )-H, Shin Y, Ku J-L, Lim 

5-S, Park SY, )ung 5-Y, Kim HK, 엎팍_j흐.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ci a -catenin mU[3-

uα15 are dominanùy found in thc pro.잉mal oolon 
cancers with micrα;atellite instability, AACR 94th 
AnnuaJ Meeting. Washin8[on, USA. July 13, 2003 

10. Kang HC, Kim 1-), Park )-H, 5hin Y, ß브J:!" )ung 
뼈， Y，∞ BC, Kim HK, Pa쁘J:Q. ldentificatioo 0( 

용nes with differential expressioo in a여비red drug
뼈.stant gaSIriC cancer cells by using high뿔llSity 

에，gonud었idc microaπays. AACR 94th Annu외 

Meeω19. Was매n8[on， USA. )uly 13, 2003 
11. 5비n Y-K, Ku J-L, 않ψ1 J-H, Hong 5-H, f쪼ιJ:g. 

Germ파lCpoIymor비lÏSrns of E-ca예lerin aod GSIT1 

Genes are associated with risk ci 당rly-onset 

Sφradic COI아-eaalC3nα:r in Korean AACR 9용h 

Ann따l Meeting. W싫“n8[OO， USA, July 13, 2003 
12. 5hin Y-K, H∞ SC, S매n )-H, Hoog 5-H, 얀브上!" Y∞ 

BC, 쁘쁘J:g. 1758insC Founder Mu[3[Íon in MLHl 
of Korean Her혀itary Non-poIyπlSis CoIorectaJ 
Caocer(HNPCX:) 4th)여nt 빼웠.ing ci the Leeds Castle 

번호 
a 
I 

PoIyposis Group and the lntematioo외 α>I1abora디ve 

Group Heredi띠ry Nonpolyposis COIOreCtaJ C3ncer, 
Septer빠:r 4 2003 

13, Hong S-H, Shin Y-K, Y，∞ BC, S비n Y, ß따1 1-' . park 

H!, Germline mU[3tions 0( MLH3 in Korean 
Heredî때y 뼈'lpOIy뼈s Colorectal cancer (HNPCC). 

AACR 95th Annual Meeting, or빼00， f1orida, USA, 
March 27, 2004 

14. Kim 1-)，)∞ng S-Y, 5hin Y, Park J-H, Kang HC, Park 
H-W, ßu J-L. Park ,-Q. ColoJeC[31 cancer screening 
by analyzing micr∞atellite ins[3bility(MSI) 0( st∞l 

DNA: A novel meth여 for thc rφust MSJ an외ysis of 
st∞1 DNA. AACR 95th Annual M없ing， Orlando, 
F1orida, U5A, March 27, 2004 

15. 잉피1 Y, 짜m 1-), Kang HC, Park )-H, Park H-R, 없rk 

H-W.....f쁘섣J:Q. A “nctional φIymαp때sminthe 
E-cadh윈m 용ne promoter(-347G-)GA) is assoctated 
with ∞lorectal C3J'얹r， AACR 95th AnnuaJ Meeting, 
0rIanφ，Ftαida ， USA, Mar하1 27, 2004 

16. Kang HC, Kim 1-), park )-H, Shin Y, park H-W, park 

H-R, ßu J-L. Yan2 H-~， Lee KU, 앙g 써， 월쁘」호. 
Epigenetic inactivaóoo 0( C많R in human 8'"와ic 

cancers: 0iFR methylation is assc:잉a때 얘m 

microsatellite instability. AACR 9잊h AnnuaJ Meeting, 
0rIanφ， f1orida, USA, March 27, 2004 

17. 짧표 The expression ci cyd∞xy뺑ase-2 by 띠띠C 
。상de in hcad and neck cancer cell litleS is mediated 
through tx에1 cGMP-dependent and -indeper녕eru 

prathways. 94th Ann뼈 meeting, American Association 
fα C3ncer Rescarch, )uly 11-13, 2003, Washin8[oo 
DC 

18. 캘멸~ Nitric 。찌de up- regulates cyd∞‘ygenase-2 
e:xpression through thc 샌MP- r엉ponse element in 
i야 promoter in a head and neck cancer cell line. 
The 당따)e3O cancer αlnfer헌lCe 12. Sep. 21-엉， 2003 ， 

αlPetÙla뿜I 
19. 켈멸효. ’The effect 0( 띠trico잉deon 야d∞'xy

용nase-2 expression in cancer and non-cancerous 
cell 파1es. AA(쩌-NQ-EORTC InternationaJ Conference 

on "MoIecular Tar용tsar삐 C3ncer π'Iet3야!Uócs， Nov. 

17-21, 2003, Bostoo 
20. 좌뾰로. Hemal야>Oietic Slem C농11 Bank in Korea, 채 

51차 일본수혈학회 확슐대회. 일본，Ki때cyusu 2003년 

5월 30일 
21. Y엎g HK. Prognostic si뺑피cance of the expression 

of Smad4 and Smad7 in human 용srriccaπ피0013S. 

Se!eα.ed lect띠"c. 5th Interna다。nal Gasaic c3α: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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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구분 특 혀 영 특허권찌 등특일 동특흩헌번호 국가 

6 풍륙 PCS 홈빼어지 김일한 2004. 1. 2 C-2004- 한국 
(챔져싹흩) 000012 

7 훌원 Ttrn과 산화 만난의 정합쳐l 빛 이훌 포함하는 암 빽신 김철우외 2003. 4.14. 제2003- 한국 

조성율 1인 23276호 

8 훌웬 제니스대인율 유효생분으로 하는 NK-T 세포 렴프종의 검철우외 2003. 5.30. 제2003- 한국 

치료용약확조서률 l인 34786효 

9 흩현 녹씨 앵팡단배질과 Bf [-1의 융합 단백질 또는 이훌 코딩 김철우외 2003. 6.16. 제2003- 한국 
하는 유전자훌 포함하는 세포사멸율 유도하기 위한 약학 2인 웠，70호 

조생률 
10 출원 유전자 이입융 이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되는 엑소 김철우외 2003. 8. 6 PClïKR03/ 모든 

종 빛 이의 활용방법 2인 01575 국가 

11 츰훤 ß-카테년 융리고뉴를꽤오티드 마이크로첩 및 이용 이용 박재갑 2003.10.24 200310102었4.5 중국 

하여 ß-카테닌 유전자의 톨연변이를 검사하는 빵법 
12 훌왼 ß-카대년 을리고뉴콜레오티드 마이크로칩 및 이륨 이용 박재갑 2003.10. 9 2003- 일본 

하여 ß-카테닌 유전자의 툴연변이률 검사하는 방법 350690 

13 훌원 ß-~}테닌 용라고뉴클혜오티드 마이크로칩 및 이훌 이용 박채갑 2003. 8.26 03019265.2 EU 

하여 ß-카대닌 유전자의 률연변이훌 검사하는 방법 
14 훌원 ß-카태닌 융라고뉴클혜오티드 마이크로칩 및 이흘 이용 박찌갑 2003. 9. 9 추후흉보 미국 

하여 ß-카대닌 유천자의 돌연변이률 검사하는 방법 

@ 연구비 수혜현황 

번호 세부과쩨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 

1 이중영상리포터 sodiumll여idesympo뼈~NIS)와 ω。ferase 유전자훌 방션기금/ 2003. 5. 1- 강주현 

이용환 항암채 치료효과 팡정법 03암연구소지갱 2α>4. 4.30 

2 인체대장암 세포주에서 유천자 프로모터 부위 과때틸화와 유전자 발현 학진/03신진연구 2003. 7. 1- 구자륙 

소실에 판한 연구 2004.6.30 

3 한국세포주옹뺑 파학재단/03혹생화 2003. 9. 1- 구자륙 

장려사업 2004. 8.31 

4 암발생얘 대한 위험인지가 암예방율 위한 건강한 생활슐판실천에 미치 항전기금/ 2003. 5. 1- 김우호 

는 앵향 03암연구소지갱 2004. 4.30 

5 만성풀수성백혐병 유발 단빽질들에 대한 단액질체 연구 벌전기금/ 2003. 5. 1- 김영수 

03암연구소지갱 2004. 4.30 

6 한국 여성에서 MnSOO 찌a16Val 다형성과 자국내막암 위험도간 연판 발전기금/ 2003. 5. 1- 김재원 

성 03암연구소지갱 2α>4. 4.30 

7 뼈。ne deacecylase inhibitα의 총양륙이성 항암기전애 관한 연구 활션기금/ 2003. 5. 1- 김태유 

03암연구소지갱 2004. 4.30 

8 ∞IX-2 억쩨제인 NS-398의 방사선 민감체로셔의 작용에 있어셔 발천기금/ 2003. 5. 1- 우흥균 

membrane 따f녕er seq뼈lCe(MTS)의 역할) 03암연구소지청 2004. 4.30 

9 한국인 두경부암 발생얘 미치는 D뼈 수확 유전자의 영향(엉거; 유전형 발전기금/ 2003. 5. 1- 양미회 

및 표현의 개인차률 중심으로) 03암연구소지갱 2004. 4.30 

10 비스핵놀 A 안전관리 방안 수립융 위한 조사연구 식홈의약홈안천청 2003. 3. 1- 양미회 
11.30 

11 SMAD단빽철률의 과다발현이 인대그린 신호전달기전에 미치는 영향 학진/03신진연구 2α)3. 7. 1- 이청원 

200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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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연구소 (Liver Research Institute) 

띠 기능 

우리나라는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만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급성 및 만성 간영， 간갱변중 및 간암의 발 

현 빈도가 세계척으로 매우 높아서 개인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사회 정채척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 

실융 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서 만연되고 있는 간 질환의 역학 및 병인， 병태생리 

퉁융 규명하는 제반 연구， 그리고 진단과 치료법율 개 

선하는 기술 연구 풍융 수행하며 선진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세찌척인 석학들과 학문 교류률 적극 

객으로 시도하고， 나아가 후진 양성융 위하여 이 분야 

의 전푼척인 연구인의 교육융 척극척으로 후원함으로써 

궁극객으로는 우리나라의 과학벌션과 기술 개발을 도모 

하고 국민 보건융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연 

구소는 간장학에 관련된 zt 학과 교수들 훈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등에게 좋용 실험실파 연구 장소 풍융 찌공 

하여 전반적인 의학 방전융 도모하고 었다. 특히 간 질 

환 이외얘도 다혼 소화기 질환에 대한 모든 연구가 본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서의 연구 활동온 

우리나라 의학뽕만 아니라 판련 기초과학의 발천율 이 

끌어 가는 충추척인 역합융 답당하고 있다. 특히 위장 

관 질환 및 빼답도 질환에 대한 기초， 임상 연구가 간 

연구소에서 수행핍으로써 소화기질환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기능융 답당하고 있다. 

띠 인원현황 

Hi 톨 It ~ 후훌훌훌 
!f 훌 훌 톨 李훌훌 

•• 훨 홉 ?A1.l 
R 삐 를 홉 훌 톰 *t:1i II~SR 

助 률t ~률 올ttlit 

• .. øs 률t ~훗 尹흉~ 

l ’ 훌 흩 金*￥.
*훌別 if~. 홉 톨훌흩 술丁ft 

훌6 뼈 It 톨 i:廷t훌 훌훌俊 

行 政 훌 

댐 구조 

Il> Bf部

간부는 간 철환의 기초 연구 및 진단， 치료분야의 

연구 

• 톨빼fUII 
위장판부는 위장관 질환의 기초 연구 및 진단， 치 

료분야의 연구 

• 빼 .. 흩B 
담혜부는 답쩨 질환의 기초 연구 및 진단， 쳐료분 

야의 연구 

• 行政좋 
행갱설은 보안， 판인관수， 서무 빛 회계와 기타 행 

청사항 

며 연구시설 및 지원체계 

CD 연구 및 연구지원 시설 
간 연구소는 1，995m2의 독립 건물로 독자척 연구 공 

간을 확보하였으며， 간 연구소 내에 기초과학 실험 연 

구 및 임상 의학 연구에 핍요한 연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연구 결과훌 토의할 수 있는 약 %석 규모의 써 

미나실 및 약 15석 규모의 회의실이 확보되어 었다. 사 

푸용 기기로 각각 l대의 북사기 및 팩시밀리률 구비하 

고 있으며 18대의 컴휴터， 10대의 프린터 및 여러 종류 

의 scanner, slide nlaker훌 사용하고 있고， l.AN이 연철 

되어 intemet융 자유홉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소내 93m2 공간의 도서실에 약 3，아m종의 저서 및 500 

종의 학슐지훌 보유하고 있다. 

@연구기자재 

연구 수뺑애 필요한 204총 3397M의 기자재가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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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a r 논

 
논
 

FaClOr- a 와 Imerl밍때1-10 유천자의 다양생에 관한 

연구.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377-끊16. 

10. 컬훨책， 김재규， 좌컬몰， 효잎경， 박실무. Hdiα>baCler 
pylori에 의한 효충구의 상피세포충 이동에 대한 모델. 

대한소화기학회지 2003;42:짜26. 

11. 이갱훈， 김휘영， 박주정， 심주현， 김지현， 황진혁， 김병 
관， 장종갱， 김진육， 김나영， 이동호， 쩌혀채. 유휴범. 
효잎설. 서융 통작， 광악 지역의 한 2차 의료기관에서 
HelicobaCler pylori 쩨균 생척. 대한내과학회지 뼈3; 
65(4):422-435. 

12. 강현우， 김용훈， 김강모， 강정욱， 김수환， 김진현， 융원 
재， 용쩌화. 육휴볍. 이효석. 한국인 간세포암 환자에 

셔 경피척 에단융 주입슐의 치료 효과. 대한소화기학 
회지 2003;42:502-509 

13. Higu뼈 H， X와뜨」딘， Grambihler A, Wem뼈urg N, 
Bro따‘ SF, Gαes G). Bile adds stimulate CFUP 

phosphcx꺼ation enhancir멍 πAlL-mc왜ated apoptosis. 
J Biol Chem. 2003;낀없1):454-461. 

14. Shin HD, Park BL, Kim 버， )ung JH, Kim JY, Yoon 
JH, Kim η， 브응소얻. Imerleukin 10 뼈머αype 
잃sodated wilh increased risk 0( hepatocell버ar 

carcinoma. Hum MOI G언lCl. 2003; 12(8):9()1핏>6. 
15. 짜m Ui, 료응최~， 짜m η， Juog JH, Kim JY, Park 

BL, S피n HD. Idcntifteation 0( nov머 SNPs in lhe 
inlerleukin 6 receplor gcnc ([L6R). Hum MUl3t. 
뼈'3;2 1(4):450-451. 

16. Park BL, 용응쉰~， Kim YJ, Kim JY, )ung JH, 입m 
버， Shin 대). Assocìa디。In bclWCCO interlcu잉n 6 
proπlOler varianlS and chronic h야>aùtis B pro
gression. Exp Mρ1M뼈. 2003;35(2):76-82. 

17. Kim η， 잎응펴11 ， 1m JP, Min BH, Kim HD, Jcoog 
JB, Y，∞n )H, Kim CY, Kim MS, Kim JY, )ung JH, 
Kim LH, Park BL, Sh비 HD. Assocìation of 
따nsforming growth faClor-bcl31 genc polymor
phisms with a hepatocellular carcinoma 끼sk in 
patienlS with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Exp 
MoI Med. 2003;35(3):1~202. 

18. Wcmeburg NW, Yoon 1건， Higudú H, Gαes GJ. 
Bilc adds activatc EGF receptor vìa a TGF-aIpha
dcpendent mechanism in human cholangiαytc CelI 
띠lCS. Am) Physiol Gastrointest üver Phys떼. 2003; 
285(1):G31-36. 

19. 얻짝」건， ωes G). 다a뺏osis， Staging, 빼 Treat
σICflt 0( 앙lOiangiocarcinoma. Olrr Treat 야)(ÎOOS 

Gastr∞lterol. 2003;6(2):105-112. 
20. Park BL, Han IK, 복흐많， 따m LH, κm SJ, Shin 

HD. Idcntifteation 0( novel 얘띠nlS in 없nsforming 

번호 
a I 

growth faClor-bcta 1 (TGFB1) 양ne and 3SS(잉와.ion 
arl3lysis with bone minCraI density. Hum MUl3t. 

2003;22(3):257-258. 
21. 따m η， Lee HS, Yα)Il IH, Kim CY , Park 싸i， κm 

버， park BL, S비n HD. Ass∞ation 0( TNF-외pha 

promotcr 며ymorp매sms with the clearance of 
hepatitis B virus jnfection. Hum Mol Genet. 2003; 

12(19):2541-2546. 

22. 뀔띤」앤， Kinl )S, 과!!&..쁘， α1 YK, Kim N, 효표표. 
l비úbition of HeJicobactcr pyJol까induccd nuclcar 

faClor-kappa B activatiα1 and inlcrlcukin-8 gene 
expression by ecabet sodium in 쟁S띠c epithel때 

cells. Helicobaαer 2003;8:542-553. 
23. 때m JS, Kim 1M, lung HC. Song IS. 까le effeα of 

m없mipide on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S and aκ짜C없 in human nαl(rophils by 
H앙'icobacter py.때j water-soIuble surface prα앙ns. 

Alirnent Pharmacol Ther 2003;18:45-54. 

24. 뀔따」센， Kim )S, 과!!&..쉰도， 이1 YK, Chung HY, Lee 

대， 쁘&....ê. Helk:obocrer pyloninfea.ion activates 

NF-lkappalB s.igr베ing palhway to induce jNa) ar‘d 
mα.00 human 용stric epithc띠1 ceI.1s from apopt∞is. 

Am J Physiol Gastroinlest üver Physiol 2003;285: 

G1171-G1100. 
25. κm SG, Kim JS, lung HC, 50ng IS. Is a 9-month 

treatment 5띠'fident in lubcrculous entcπx:olitis? A 
pros야αive， ranφmized ， sin，빙e-centre scudy. 씨피1Cnt 

Phanna∞l πler 2003; 18:85-91. 

26. Choí 1), Kim )S, Kinl 1M, lung HC, Song IS. Effoo of 
ínhibitíon of extracellular signal-rcg미ated kinase 1 

and 2 pathway on apoPl∞is and bcl-2 expressíon 띠 
Heli，α뼈αtγ pyJOI까jnfected AGS cells. Infect Immun 

2003;71:830-837. 
27. Jin NG, Kim JK, Yang DK, Cho S), 앨띤」센， Koh 티， 

l쁘a죄드， 50 1, Kin, KW. Fundamen<al role of aC-3 

in volume-sensitive CI- channel function and cell 

volume regulation ín AGS cells. Am ) Physiol 

Gascrointesc üver Physíol 2003;285:G9용948. 

28. Min K, Hong SM, Kim KR, R。 π， Park 써， 짜m )S, 
Kim [M, [ung HC, Yu E. Intran1ucosaI H바α>baccer 

p끼'ori in thc human ar엉 murine scomach: its 

rela뼈lShip ‘o the inI1arnmatory reaction in human 
Helicobacrer pyJori ga와itis. Pathol Rcs PraCl 2003; 

199:1-8. 
29. Park JH, Kim TY, Jong HS, Kim TY, Chun YS, park 

)W, 냥e cr, 과!!&..펴드， Kim NK , Bang YJ. Gas띠C 

epithel때 reactive oxy용n 5야des pπ~ent nonn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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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찌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간 지원기관 연구비 

갱현채 H리iαtraα'cr pyJon에 감염된 혀의 위정막에서의 nuclear 2002.3.1- 간연구재단 30，αlO，αm 

faα。r kappaB의 활성화 및 chemoωne의 발현 2003.2.28 
김주생 HeJj，αj뼈α'er pyJori 수용생 단백질로 활성화된 효충구애 2002.3.1- 간연구채단 2IJ，(X1J;이m 

대한 I영:laJ1l.Ìpide 효과 2003.2.28 
윤용법 혜장앙에서 수용성 sFas.와 sFas li용nd의 작용 기전과 엄 2002.3.1- 간연구재단 2IJ，(X1J，'αm 

상척 의미. 2003.2.28 
김용대 빼장암에서 Fas훌 용한 세포 자멸사 장얘 기전의 규명 2002.3.1- 간연구재단 2IJ，'αlO，'αm 

2003.2.28 
김용태 〔농rul잉n 유도빼장염에서 따p70.1 Knockoat Mice률 이용 2002.6.1- 서울대병원 10，'αlO，'αlO 

한 hsp70의 역할 규명 2003.7.31 
김융훈 Caveolin 유전자 이입융 흉한 활멸화된 태아 간세포주분 2002.3.1- 간연구재단 10，α)()，αm 

화의 항진 2003.2.28 
김법훈 방사슐의 RNA polymerase 유전자 (vpoBJ 염기서열 데 2002.3.1- 간연구채단 2IJ，αlO;α)() 

이터빼이스 구축 2003.2.28 
김갱홈 이차현척 전기영동율 이용한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단 2002.3.1- 간연구재단 40，'αlO，'αm 

액 성상규명 2003.2.28 
이효석 15 deo.찌- 6 12,14 prastagla때in )2에 의하여 유도된 간 2002.3.1- 간연구재단 50，'αlO，'아m 

세포암 자멸사 에 대한 담률산의 효과 규영 2003.2.28 
윤갱환 인간 간성상 세포에서 답흉산에 의한 Mcl-l 단백 발현 2002.3.1- 간연구재단 10，αlO，(X1J 

유도기전 2003.2.28 
송인생 비스테로이드생 항영충제얘 의해 유발된 인체 위장관 정 2002.3.1- 간연구재단 50，αlO，αm 

막 투과성 변화얘 Lact뼈cilli가 마치는 영향 2003.2.28 
갱현채 뻐l‘α짧rer pyl(XiO에 감염된 n냐스어써의 nudear factor 2002.3.1- 간연구재단 10;αlO;αm 

kap뼈B 경로의 억제애 의한 영향 2003.2.28 
용용벙 혜장암얘서 Fas에 의한 세포 자멸사 장애의 임상척 의미 2002.3.1- 간연구재단 00;αlO;αm 

와 세포학척 기전 규명. 2003.2.28 
갱현-*1 H. pylori 마우스 모렐에서의 영중반용 규명 및 새로운 2002.5.1- 보건복지부 45;아lO;αm 

치료법의 임상적용 2003.4.30 
갱현채 H. pylori 마우스 모렐에서의 영중반용 규명 및 새로운 치 2003.5.1- 보건복지부 50;αlO;αlO 

료법의 입상적용 2α>4.4.30 

이효쩍 만성 B형 간영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혹 2003.6.1- 부팡약품공업 (주) 34 ，450;α)() 

L-FMAU 30mg의 안천성과 항바이러스 활성올 평가하는 2004.4.30 
이중앵검， 무작위배정， 명앵， 위약대조의 제 3상 임상시헝 

김갱홈 이차원척 전기영풍율 이용한 C형 간영바이러스관련 단백 2003.3.1- 간연구재단 40，'αm，αm 

성상규명 2004.2.28 
이효석 15 deoxy-ð.12,14 pt'었a밍뻐din)2에 의하여 유도된 간세 2003.3.1- 간연구찌단 50;아lO，'αm 

포암 자멸사애 대한 답즙산의 효파 규명 2004.2.28 
융갱환 인간 간생상 세포에에 답합}에 의한 Mcl-l단빽 발현 유 2003.3.1- 간연구재단 10，'이lO，'αm 

도기전 2α껴.2.28 

갱현체 Heliαlbacter pylori애 감염된 마우스에에의 nuclear faα。r 2003.3.1- 간연구재단 50，'αlO，'αm 

kappaB정로의 억제에 의한 영향 2004.2.28 
갱현채 비스테로이드성 항영중계에 의해 유발된 인체위장판 정악 2003.3.1- 간연구재단 10，'α)()，'αm 

루과성 변화에 La。야찌에li가 미치는 영향 2004.2.28 
융용뱅 혜장암에서 Fas얘 의한 세포 자멸사 장애의 임상척 의미 2003.3.1- 간연구재단 00，'αlO，'αm 

와세포학척 기전 규명 2004.2.28 
김벙훈 시계분자 염기셔열 분석융 용한 국내 분리 항산성 세균의 2003.3.1- 간연구째단 2IJ，'αlO，'아P 

홍갱 및 치료용 떼이터베이스 구축 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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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간생명과학연구탄 
(Research Division for Human Life Science) 

DJ 사업목적 

1.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효율적인 고퉁인력 양 

성체제구축 

2. 고풍교육 체제의 구조조청 퉁 대학교육 개혁 적 

극추진 

낌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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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고지원급 항북벌 빼산 편성 및 대응자금 확보기준 

국 고 지 원 :C11 대웅자글 

구분 항 목 시업비 
내 용 

국고기본사업비 

(편성비율 대비확보율 

• 박사과정， 석사과갱 학생 각 70Hl에 %πA 
1. 대학원생 쨌6 이상 부여 

지 현 - 박사과정 720만웬/년 이상 
- 석사과정 480만원/년 이상 

과 
·박사후과갱생 

학 2. 신진연구 : 1 ，500만원P녕 이상 

인력지원 
10Hl 이상 .. _-_-…… ..... -“‘ .... _----------- ---…‘-----………_ ..... _ .. _. 

· 계약교수 
기 

: 2，뼈만원/년 이상 
- 산업체 : 15% 

슐 • 연구정쟁 유도훌 위한 성과급척 경tlJ(현금 - 대학자체 : 5% 

3. 사업과찌 지급제외) 
분 4<m이내 .. -----*_._*_ ... _._. __ ._ .. 

수행경비 • 찌료비， 기자째비， 시셜사용료， 논운게찌료， 

야 특허출원료， 기자쩌판리요현 풍 소요 청비 

• 지도교수/대학원생팀 단기해외연수 

4. 대학자체 
_.…-_ .•• _ •...• _. __ .• -.--....... _. 

국째협력 
10Hl이상 · 빼외석학 초빙 

_ .... _ .. _ .. _ ....... ‘--‘--…·……-.. --_ ... _-‘ .•• … .. …---------‘----
· 장기빼외연수 



2) 장기 

횟 “‘ 

구 훈 
ï 

석사 박사 

1차년도 (’99. 9-’00. 8) . 
2차년도 ('00. 9-’01. 8) - -
3차년도 ('01. 9-’02. 2) 1 2 

4차년도 (’02. 하’03. 2) 1 4 

5차년도 (’03. 3-’04. 2) 4 

계 3 10 

@ 신진연구인력 

1) 채용 현황 (임용횟수로 산출) 

구분 
1치년도 2차년도 

('99.용'00.2) (’00.3-'01.2) 

박사후연구원 28 35 
계약조교수 0 13 

2)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척 

구 분 항 모-. 

l차년도 
s C 급 논 운 
국째학슐지논문 

(‘99. 9-’00. 8) 
국 제 륙 허 

2차년도 
s C 급 논 문 
국째학슐지논문 

('00. 9-'01. 8) 
국 째 혹 허 

3차년도 
S C 급 논 문 
국제학슐지논문 

(’01. 9-'02. 2) 
국 제 륙 허 

4차년도 s C 급 논 문 

(’02. 3-’03. 2) 국 재 륙 허 

5차년도 s C 급 논 문 

(’03. 3-’04. 2) 국 째 폭 허 

계 
s C 급 논 문 

국 제 륙 허 

소찌 석사 

-

3 1 

5 1 

5 1 

13 3 

3차년도 
('01 .3μ02.2) 

37 

7 

실 적 

21 

0 
0 

30 
2 

0 

46 
1 

0 

50 

0 

92 

0 

2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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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박시 소깨 

- -
-
2 3 
4 5 
4 5 
10 13 

4치년도 5차년도 

(’02.3-’03.2) (’03.응’04.2) 

14 23 

8 12 

·채용인원 

(계약교수연i시후) 

53명(10143) 

80명(16164) 

70명(l6!S4) 

49명(31/18) 

46명(26120) 

Z훌명(99/199) 

(금액단위:원) 

집행액 

-
48，633，'αm 
98잊5，αm 

139，941 ，αm 

1E7，S(F)，αm 

껴| 

137 

40 

1인당실적 

0_4 

-

0.38 
0.025 

-
0.66 
0.014 

-
1 

-
2 

-
0.8 

• 채용인원옹 당빼기간에 근무한 사항의 총수(1개월이라도 근무하였으면 포함펌) 

@해외석학 초빙 현황 (금액단위:원) 

구 훈 
1쳐년도 2차년도 양}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채 
('99. 용’00.8) ('00. 용'01. 에 ('01. ~'O2. 의 (’02. 3-'03. 2) (’03. 용’04. 낀 

횟 수 - 13 19 62 43 147 

인 훨 - 21 41 70 43 175 

집 • 액 - 27,491,670 59，(/~，9':iJ 86없3，570 35，186，'엇m 209,2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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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udents) 학생회활동 (Activities 

띠 2003학년도 학생회 임원명단 

년 

본 2년 

본 2년 

본 2년 

본 2년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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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성 

낌 학생단체 둥록현황 

싫랫 연번 학생단체명 회월수 
대표학생 지도교수 대표학생 

학과，학년 성 명 학뷔과) 성 명 연락처 

l 카사의료용사회 30명 2년 윤현배 약 리 학 장인진 011-9953-5202 

2 구구의료용사회 45명 2년 죠재형 소아과학 양세원 011-9952-7915 

진 료 3 송 촌 의 료 용 사 회 16명 3년 갱진현 기생총학 채종일 011-98<) 1-7혔4 

4 이 율 진 료 회 34명 3년 김석진 기생충학 홍성태 011-9042-3911 

5 UMSA 11명 3년 임우현 생 화 학 전용생 011용49-6883 

6 아 E 쩨 지 오 66명 2년 조용영 생 화 학 박상철 01 1-9215-0210 

7 영 화 8 i 25명 3년 갱우현 생형외과학 김석화 016-287-2636 

8 서융의대관현악단 m명 2년 융재하 외 과 학 노용영 011-301-7302 

공 연 
9 합 창 반 125명 3년 엄청환 방사션학 박재형 016-625-4565 

lO -ι‘、- 리 때 34명 3년 소용영 치료방사션학 강위생 m용319-7973 

11 Mesik 35명 3년 강송철 예방의학 강대회 016-461-7625 

12 연 ;-11 반 20명 3년 김학영 법 의 학 이융생 011-9743용4~ 

13 연 용 26명 3년 홍성극 의 사 학 황상익 016-535-4539 

14 창 조 과 학 연 구 회 10명 4년 범째원 혜 부 학 이왕채 017-237-7，없2 

15 CMF 50명 2년 박혜리 내 과 학 융성수 011-296-9379 
16 공 존 10명 2년 울수미 의료광리학 김용익 011-~영녁8169 

17 의 료 문 째 연 구 회 15명 4년 이지수 법 의 학 이숭벅 011-9173-9775 
사회및 

18 쿄 지 편 집 위 원 회 20명 3년 김세갱 병 리 학 이숭쩍 011-9635-0377 
화 술 

19 연 건 불 교 학 생 회 14명 2년 갱규통 내 과 학 조보연 016-794-2264 

20 rVF (한 국 기 톡 학 생 회) 34명 2년 박현턱 방사선학 박재형 011-9950-8703 

21 AMSA 37명 2년 황창헌 약 리 학 신상구 Ol1-9(X5~뼈 

22 통 의 학 여‘- 구 회 45명 3년 권지현 갱신파학 권준수 011용9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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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의료봉사활동 

CD 하계 톨사 훨동 

써 를 명 내 용 。Eg， 자 장 .:::‘、- 지도교수 

이율의료용사 의료용사및 농활 2003. 7.24-7.29 강원 명창군 방립연 계촌리 흥생태 
구구의료 용사 11 2003. 8. 8-8.14 충남 아신시 용용연 신수리 양세현 
차사의료봉사 ” 2003. 8. 1-8 .6 강원도 인제군 인쩨융 귀둔리 장인진 
용촌의료흉사 ” 2003. 7.30-8. 5 충북 보옹군 외속연 용벼리 채종일 
의 대 학 생 회 ” 2003. 7.21-7.27 대전，부산，마산，창원지역사업장 김송협 
용사의료용사회 ” 2003. 8.12-8.16 충남홍성횡성군갑천연 전용성 

@동계 봉사훨동 

써 클 명 

용 촌 용 사 회 

이 율 용 사 회 

내 용 | 일 자 

의료용사및농활 I 2004. 2.12-2.17 
11 I 2(x껴. 1.29-2. 2 

장 소 

빼-
親
 
總

충남 보온군 외속연 용비리 

강왼 명창군 방립연 계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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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흩엉년도 주 ~‘- 징회번효 F/V(번효 

" l홈훌훌 t~ 빼 홈 73(1:7회) 총로구 연건동 28 800-5016 744-4534 
7‘짜-8244 

• .A 흉 • S￥ :fr.~ 77(31회) 총로구 연건동 28 740용352 764-8340 
女 ↑호 훌 훌 Eþ 훌 • 68(22회) 충구 황학동 2475 징용α>66 223용112찌겸용) 

’Wfi 훌훌 IIJ.~ 83(37회) 송파구 용납동 3앓1 301α4503 478-01:훌4 

@I.i * 
직 위 성명 졸업년도 1 ’‘- “_._ 전화번호 FAX번호 

훌 끽I ￥ m 뼈 64(18회) 동작구 사당1동 147-97 582갱900 582용903 
朴 t초 九 66(20회) 용산구 원효로 2가 91-5 716-7033 712-4162 
흥 g껴 ;u 68(22회) 종로구 연건동 28 740용283 745-7996 

@ 톨웠톨훌l 

직위 성명 훌업년도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삐뿔흩 훌 훌 • 76(30.회) 종로구 연천동 28 740-æ04 742-5947 

” 훌 *ti 79(33회) 총로구 연건동 28 7짜æos 742-5947 
~ 性 음 79(33회) 종로구 연건용 28 " 74O-æi)7 742-5947 

1if ~ ~훌 朴 tJ B.효 68(깅희) 총로구 연건흥 28 760-2100 762-5ln 
뼈훌훌 훌 훌 .. 74(경희) 총로구 연건풍 28 760-2200 742-2684 

購辦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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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면
 

@ 

낌 2003년도 활동상황 

관휠 출휠 

1 기획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1. 12(월) 18:30 

·장 소 : 합훈회관 2충 함훈원 

· 안 건 : 1) 회칙(째8조1항 및 재9초4항) 개쟁에 관 

한 건(개갱안 별청 창조) 

2) 똥창회 주요행사 개최일자 고갱에 판한 건 

3) 풍창회 채갱 대책에 판한 건 

1 채얘차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03. 3. 19(수) 18:30 

· 장 소 :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 

·안 건 : 1) 임웬션훌 

·회장 및 감사 재선임 

• 상임 임웬 선출 회장에재 위임 

2)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채헤 



많표린 
1. 재7회(2(뼈년되함훈의학상 시상 

·추 천 자 : 각지회장·통기회장 

·추천마갑: 2003. 9. 30 

· 시 상 부 문 : 연구업적부푼， 연구계획부문 각1명 

·해외부문은 추천자 없었옴 

· 연 구 버 : 2 ，000만원(각1 ，000만현) 

• 시 상 일 : 함춘송년의 밤 행A}석상{2003. 12. 1) 

• 수 상 자 : 연구업적부문 : 황 건(’83) 인하대학 

교 의과대학 교수 

많표뀐 

연구계획부문 : 양숭오(’81) 융산대학 

교 의과대학 교수 

1. 저15회(2004년도)함춘대상 수상자 선정 

·추 천 자 : 각 지회장·동기회장 

·추천마갑 : 2003. 9. 30 

· 후보자접수 : 학술연구부운 5 명 

의료용사부문 l 명 

사회공헌부문 4 명 

· 시 상 부 분 : 학술연구부문， 의료용사부문 및 

사회공헌부문 각 1명 

· 시 상 : 상때 및 순금메달 

· 수 상 자 : 학술연구부문 : 랬뻐뿔(’55) 

의료봉사부문 : 후빼뺏('56) 

사회공헌부문 : 술~t(’55) 

2. 채14회 여의대상 f길의료봉사싱」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한국여자의사회로부터 여의대상 r길의료용사상」 수 

상 후보자의 추천요청이 있었으드로 2004. 2. S까지 본 

회에 추천토륙 각 지회 및 동기회장에게 의뢰하였던 바 

추천자가없었용. 

찍생회 • 통창회 현황 .395 

많도균 
1 정보위원회 개최 

· 일 시 :(1차) 2003. 7. 28(월) 18:30 

(2차) 2003. 9. 17(수) 18:30 

·장 소:합훈회관 2충함훈현 

·안 건 : 동창회 회무의 청보화 및 홈페이지 개설 

· 결 과 : 동창회 홈혜이지릎 개방키로하고 구체척 

인 사항은 정보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합 

2. 동창회 흩펴|이지 제작 오푼 
·째 작 처 : (주)에스 앤 에스 컴(S&S Com) 

· 채 작 완 료 : 2003. 12, 26 

·오 픈 : 2004. 1. 

· 홈페이지주소 : www.snur때.net 

댄프랜 
1 부산지회 총회 개최 

· 일 시 : 2003. 3. 27(목) 19:00 

· 장 소 : 크라운호탤(동액훌) 

• 공로패션달 : 박경환{'77) 직전 부산지회장 

2. 미주동칭획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얼 시: 2003. 7. 2 ~7. 6 

· 장 소 : Thrt Valley Resort, MD. USA. 

· 창 석 : 1) 미주지회 : 107명 

2) 동 창 회 : 강신호 명예회장， 심영보· 

이병훈부회장 

박국행'81) 가천의대 길병 

원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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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νm어icine.snu. a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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