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1년 6월 4일(금) ~ 5일(토) 

장소 : 경주 더케이호텔 원화 A홀 (신관 3층)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벚꽃도 지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제6차 골반통연구회 심포

지엄이 2021년 6월 5일에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회원님들과 만나 겉아 토론도 하고, 학회

에 대하여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질환을 치료할 때보다 골반통 환자를 대할 때가 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골반통의 원인이나 기전이 아직 잘 규명되어 있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만한 효과적인 치

료들 역시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회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함으로써 골반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미지의 영역인 골반통에 대한 우리의 영역이 한발짝 

더 앞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이번 연구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서영진 회장님과 총무 추민수 선생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두 분께서 해주신 많은 노력 덕분에 원활한 심포지엄이 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경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회장 최종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듯 2021년의 봄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Covid-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지만, 여러 회원

님들의 주변은 항상 건강과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년 7월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의 첫번째 골반통연구회 심포지

움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골반통증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꾸준한 발전이 지

속될 수 있었고, 골반통연구회 심포지움은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친목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후반부인 6월 5일 경주에서 2021년 골반통연구회 심포지움을 개최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골반통연구회 심포지움을 통해 골반통증의 이해를 넓힘은 물론 아름다운 경주

의 정취를 충분히 즐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만성방광통증의 기전과 요로감염에 대한 방광의 면역학적 보호기전에 대한 강연과 야간뇨

에 대한 강연 및 간질성방광염의 진단 전략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

들을 모시고 간질성방광염의 치료에 대한 ultimate debate battle이란 기대 가득한 세션과 증례보

고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골반통연구회를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골반통연구회 회장 서영진 

 



 

●프로그램 

2021년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제1차 집담회          6월 4일(금) 04:00~06:40PM  

6월 4일 (금) 

Time  Presenter Moderator/Chairperson 

16:00-16:25 Registration   

16:25-16:30 Opening Remark  최종보 회장 

16:30-17:50 Case Discussion  정성진 학술이사  

17:50-18:30 Lecture: 해외연수 준비하기 정 홍 (건국의대)  유은상 (경북의대) 

18:30-18:40 배뇨장애와 요실금 (제4판) 출판기념식  여정균 간행이사 

18:40 Closing Remark  최종보 회장 

 

집담회에서 발표할 증례를 5월 26일 (수)까지 학술이사 정성진 (urojsj@empal.com)에게 보내주십

시오. 파일 용량이 크면 증례 제목과 발표자 성함만 미리 알려주시고, 당일 파일을 가져오셔도 좋

습니다. 

 

집담회에서 배뇨장애와 요실금 교과서 (제 4 판) 출판기념식을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

립니다.  

 

제6차 골반통연구회 심포지엄                          6월 5일(토) 09:00-11:40AM 

6월 5일 (토) 

Time  Presenter Moderator/Chairperson 

08:30-08:50 Registration   

08:50-08:55 Opening Remark  서영진 (골반통연구회 회장) 

08:55-09:00 Greetings   

최종보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

회 회장)  

mailto:urojsj@empal.com


Session1. 

09:00-09:50 Back to Basics   김대경 (을지의대) 

09:00-09:20 Mechanisms of chronic bladder pain and 

interstitial cystitis 

권준범  

(대구파티마병원) 

 

09:20-09:50 Understanding how innate immunity 

protects bladders against urinary tract 

infection 

최해웅 (고려대 

생명과학부) 

 

09:50-10:00 Sponsored lecture  서영진 (동국의대) 

09:50-10:00 Nocdurna:  

NOCuria Drug Unlikely Reduce NA level  

오철영 (한림의대)  

10:00-10:20 Coffee break 

Session 2.  

10:20-11:40 Into The Unknown   최종보 (아주의대) 

 Panel : 김장환(연세의대), 송윤섭(순천향의대), 오승준(서울의대), 이규성(성균관의대),  

       이택(인하의대), 주명수(울산의대) 

10:20-10:40 Strategies for IC work up  윤하나 (이화의대)  

10:40-11:20 Just 10 minutes ultimate debate battle 

on IC management 

조성태 (한림의대)  

 Panel discussion 

-The impact of voiding habits as a potential cause of interstitial cystitis: focusing on the 

voiding diary  

-Follow-up schemes after ulcer fulguration  

-Is hydrodistention necessary in classic ulcer type IC?  

-Cystectomy in terminal IC - treatment ultimatum? vs. unnecessum?  

11:20-11:40  Case Reports:  

ketamine intoxication induced cystitis  

김아람 (건국의대)  

11:40 Closing remark  서영진 (골반통연구회 회장) 

 

 

 

                                       



●등록 / 숙박 안내 
 

참석자와 숙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5월 17일(월)까지  

학회 메일(kcs@kcsoffice.org, kcsuro@gmail.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소속 연락처 / 메일주소 

   

집담회 골반통연구회 심포지엄 숙박여부 

참석 / 불참 참석 / 불참 필요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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