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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대한소아배

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9년 창립된 한국야뇨증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2005년에 대한야뇨증학회가 정식 창립되

었습니다. 이후 소아배뇨장애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2009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라는 이

름으로 발전적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학회 창립 10년, 연구회를 기점으로 보면 16년이라는 시

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족적과 자료들을 한데 모으고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의

미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학회는 학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오줌싸개라고 놀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온 소

아들을 어떻게 잘 진단하고 치료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공동 관심

을 가진 소아신장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 연구와 지식 공유, 상호 이해증진

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입니다.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의사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학회이다 보니 야뇨증과

배뇨장애라는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과 치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생률 저하에 따른 환아 수의 감소, 전공의 지원 격감, 외부 지원 부족 등 제반 여건과 상황이 어려웠던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아 환자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 덕택으로 우리 학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학술대회와 EEM (Enuresis Expert Meeting)에서의 소아 야뇨증과 배뇨장애에 대한 다양한

임상증례 토론과 연제 발표, 강연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협연연구, 진료지침서 발간,

대국민 강좌 등 많은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전국 규모의

야뇨증 및 배뇨장애 등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후배 회원 여러분의 학회 사랑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믿습니다. 

류 동 수
회 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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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가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에서, 우리 학회의 지난 10년

간의 역사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희생적으로 이 방대한 일들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강동일 간행이사를 비롯한 간행위원 여러분들

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사진이나 글, 자료를 보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

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학회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학회 발전과 연구 활동에 물심양면

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한국페링제약의 황상섭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여

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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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이사 명단

류 동 수
회 장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김 준 모
부회장
순천향대 부천순천향병원

박 관 진
총무이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신 재 일
부총무이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정 재 민
학술이사
부산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 동 일
간행이사
인제대 부산백병원

박 성 찬
정보이사
울산대학교병원

송 상 훈
부정보이사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 정 원
홍보이사
이화여대 목동병원

이 주 훈
협연이사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조 희 연
부협연이사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임 영 재
재무이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박 형 근
대외협력이사
건국대학교병원

박 세 진
부대외협력이사
대우병원

박 지 민
부대외협력이사
풍동 연세소아청소년과 의원

우 승 효
부대외협력이사
을지대 을지대학병원

한 창 희
일 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조 원 열
일 반
동아대학교병원

이 동 기
일 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 용 승
일 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이 택
일 반
인하대학교병원

남궁미경
일 반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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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진
일 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신 주 현
일 반
충남대학교병원

홍 창 희
일 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 선 옥
일 반
전남대학교병원

오 미 미
일 반
고려대 구로고려대학교병원

서 홍 진
감 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조 수 철
고 문
서울대학교병원

김 경 도
고 문
중앙대학교병원

박 용 훈
고 문
영남대학교병원

한 상 원
고 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배 기 수
고 문
아주대학교병원

정 우 영
고 문
인제대 부산백병원

하 일 수
고 문
서울대학교병원

하 태 선
고 문
충북대학교병원

김 건 석
고 문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 상 돈
고 문
부산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 지 홍
고 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 승 주
고 문
서울특별시 시립 서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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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

총 무 단
1999 ~ 2000

조 수 철
2001 ~ 2003

김 경 도
2003 ~ 2005

박 용 훈
2005 ~ 2007

한 상 원
2007 ~ 2009

배 기 수
2009 ~ 2010

김 건 석
2010 ~ 2011

하 태 선
2011 ~ 2012

이 상 돈
2012 ~ 2013

김 지 홍
201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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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임원 명단

재임기간 1999~ 2001.1.~ 2003.5~ 2005.5~ 2007.5~ 2009.5~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00 2003.5 2005.5 2007.5 2009.5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회장 총무단 조수철 김경도 박용훈 한상원 배기수 김건석 하태선 이상돈 김지홍

부회장 박용훈 한상원 배기수 박관현 하태선 이상돈 김지홍 류동수

총무 김경도 박관현 김건석 김지홍 이상돈 김준모 김준모 박관진 박관진

부총무/
이정원 이주훈 김선옥 김선옥 신재일 신재일

부학술
김준모 정재민 정재민 정재민

임영재

학술 한상원 배기수 이상돈 홍창희 이정원 이정원 조민현 정재민

간행 홍창희 홍창희 이정원 강주형 강주형 이정원 이정원

부간행 오미미 오미미

정보 강주형 강주형 강주형 박관진 박관진 강주형 박성찬

홍보 배기수 박관현 권동득 문두건 오미미 오미미 김선옥 김선옥

부정보 송상훈

협력연구 이상돈 정우영 김준모 백민기 백민기 백민기 이주훈

부협연 조민현 조민현 조민현 임영재 임영재

김선옥 박성찬 박성찬 박성찬 조희연

신재일 신재일 이주훈 박세진

박세진

재무 김지홍 서홍진 서홍진 서홍진 서홍진 서홍진 서홍진

대외협력 이   택 이   택 이   택 홍창희 홍창희

부대외협력 우승효 우승효 우승효 박형근 박형근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우승효 우승효

박지민 박지민

일반 정우영 남궁미경 김건석 문두건 문두건 남궁미경 남궁미경

권동득 박관현 김지홍 홍창희 홍창희 김준모 김준모

김건석 하일수 이상돈 박형근 조원열 조원열

정우영 박형근 김지홍 류동수 류동수

김지홍 이주훈 한창희 한창희

이주훈 이   택 이   택

감사 정재용 서홍진 하태선 이영식 정우영 남궁미경 이승주 이승주

고문 조수철 김경도 조수철 이영식 조수철 조수철 조수철

이종국 박용훈 김경도 조수철 김경도 김경도 김경도

이승주 박용훈 김경도 박용훈 박용훈 박용훈

한상원 박용훈 한상원 한상원 한상원

한상원 배기수 배기수 배기수

배기수 정우영 정우영 정우영

하일수 하일수 하일수 하일수

김건석 하태선 하태선

김건석 김건석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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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변천사

1999년 11월 2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소아 야뇨증의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각 대학병원

의 소아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 한국야뇨증연구회를 창립함. 

야뇨증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흔한 소아 질환이지만 과거에는 질환으로서

의 인식보다는 어른이 되면 저절로 낫는, 어린 시절의 통과의례쯤으로만 여겨져 왔고, 대부분의 임상의들

조차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야뇨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야뇨증의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였음. 또한 최근 야뇨증이 어린이의 정신적인 성장

발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야뇨증이 어린이들은 자신감 혹은 성격형성에 장

애를 보이며 주눅이 들고, 걱정이 많으며 움츠린 태도를 보이는 등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는 사

실이 밝혀졌음. 

특히 요즘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캠프, 수련회 등의 단체 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야

뇨증은 야뇨증어린이와 그 부모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우리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자신감 있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뇨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차 공

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야뇨증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야뇨증의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각 대학병원의 관련 전문의들(비뇨기과, 소아과, 정신과)이 함께 참여하여, 야뇨증의

원인, 진단, 치료등에 관한 포괄적인 임상연구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대국민계몽활동을 통하여 야

뇨증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음. 

한국야뇨증 연구회란 ?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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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1999년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및 대한소아신장학회 평의원회에서 야뇨증 연구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

됨. 1999년 8월 31일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평의원회에서 가칭 ‘야뇨증연구회’ 발족 승인함. 이와 같은 시

기에 대한소아신장학회내 야뇨증 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됨. 이후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와 대한소아

신장학회 야뇨증분과위원을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가칭 ‘야뇨증연구회’ 회원 추천 받음. 1999년 11월 26일

서울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한국야뇨증연구회가 설립됨. 첫 구성원은 조수철, 신의진(이상 소아정신과학

회로 부터), 김경도, 김광명, 이상돈, 한상원(이상 소아비뇨기과학회로 부터), 고철우, 박문수,박용훈 (이상

소아신장학회로 부터) 임. 이후 고철우, 김광명 교수가 개인적 사정으로 탈퇴함. 2000년 3월 18일 야뇨증서

울 심포지엄을 Kelm Hjalmas, JC Djruhuus, CK Yeung, Bruno Hagglof 등 여러 해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림.   

연구회 발족 후 초기(1999~2000년)에는 대표자 없이 다수의 과가 대표성을 가진 합동연구회로 활동해옴.

그러나 한국야뇨증연구회가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또 회원확대도 이루어져서 대표자의 필요성을 공감

하게 됨. 2001년 초대 회장으로 서울대병원 정신과 조수철 선생님을 추대하여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

작하였음. 이후 5년동안 한국야뇨증연구회는 다섯차례의 심포지움과 워크샵, 시민공개강좌, 건강박람회등

을 개최, 참여하였으며, 야뇨증 관련 공동연구활동을 하였음.

2005년 12월 10일 한국야뇨증연구회에서 대한야뇨증학회로 발전하여 제 1회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대

전을지병원에서 열었으며 학회 회장으로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박용훈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후 매년 학

술대회, 개원의 심포지움, 야뇨증 시민공개강좌, 2007년 한일야뇨증공동학술대회, enuresis expert meeting

등을 개최하여 연구를 지속하였음.

2009년 12월 12일 소아배뇨와 야뇨증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자 대한야뇨증학회에서 대한소

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로 개명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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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주 요 연 혁 장  소

1999.11.26 한국야뇨증연구회 창립 서울인터콘티넨털 호텔

2000. 3. 18 제 1회 야뇨증 서울 심포지움 서울힐튼호텔

2000. 5. 26~6.4 건강박람회 올림픽 공원

2000. 5. 26 한국야뇨증연구회 web-site 오픈(www.bedwetting.co.kr)

2000. 7. 야뇨증 공개강좌 해당 병원

2000.12 야뇨증 공개강좌 해당 병원

2001. 1. 29
한국야뇨증연구회 6차 모임에서 서울대 정신과 

서울 롯데호텔
조수철 교수를 초대회장 추대

2001. 5. 26 제 2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연세대학교

2001. 7. 야뇨증 공개강좌

2001. 8. 28 제 3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02. 7. 야뇨증 공개강좌 해당 병원

2002.11.23~24 한국야뇨증연구회워크샵 경기도 안성 레이크힐스

2003. 5. 9 제 4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대전시 유성 리베라 호텔
2층 그레이스 홀

2003. 5. 9 제 2대 김경도 교수(중앙대) 회장 선출

2003.11.29 한국야뇨증연구회워크샵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 

2004. 4. 30 제 5회 한국 야뇨증 연구회 심포지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004. 7. 1~8.15 야뇨증 극복사례 공모 

2004.11.27 한국야뇨증연구회워크샵 서울 메리어트호텔

2005. 5. 제 3대 박용훈 교수(영남대) 회장 선출 

2005.12.10 제 1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대전 을지대학병원 2층 을지홀

2006. 5. 13 대한야뇨증학회 워크샵 힐튼호텔

2006. 7. 12~24 2006 대한야뇨증학회 연합 공개강좌

2006.12.15 제 2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및 개원의 심포지엄

2007. 5. 제 4대 한상원교수(연세대) 회장 선출

2007. 6. 15~16 제 1회 한일 공동 국제 야뇨증학회 Granvia Hotel,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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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주 요 연 혁 장  소

2007.11.17 제 3회 대한 야뇨증 학회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의대강당

2008. 5. 3 제 1회 Enuresis Expert Meeting 남해 힐튼 리조트

2008.12.13 제 4회 대한야뇨증 학회 추계학술대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실

2008.12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 단행본 발행

2009. 5. 제 5대 배기수 교수(아주대) 회장 선출

2009. 6. 20~21 제 2회 Enuresis Expert Meeting 천안 상록 리조트

2009.12.12 제 5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수원 아주대병원

2009.12.12 대한야뇨증학회에서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로 개명함

2010.12.11 제 6회 대한 소아배뇨장애 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2010.12.11 제 6대 김건석 교수(울산대) 회장 선출

2011. 6. 24~25 제 4회 Enuresis Expert Meeting

2011.12.10 제 7회 대한 소아배뇨장애 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의과대학 강당

2011.12.10 제 7대 하태선 교수(충북대) 회장 선출

2012. 6. 9 제 5회 Enuresis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2012.12.8 제 8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

2012.12.8 제 8대 이상돈 교수(부산대) 회장 선출

2013. 5. 11 제 6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서울역 대회의실

2013. 6. 22 제 2회 한일야뇨증학회 일본오사카 유니버셜타워

2013.11.23 제 9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1층 새싹홀

2013.11.23 제 9대 김지홍 교수(연세대) 회장 선출

2013.11 소아배뇨장애지침서 발행

2014. 6. 28 제 7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춘계연수강좌) 부여 롯데리조트

2014.12.13 제 10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014.12.13 제 10대 류동수교수(성균관대) 회장 선출

2015. 6. 제 8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는 MERS 사태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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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일시 : March.18.2000(9:00-17:00)

•장소 :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Program

8:30-9:00 등록
9:00-9:10 개회사
9:10-10:30 일차성 야뇨증이랑 무엇인가 좌장 : 최 황(서울의대 비뇨기과)

야뇨증의 정의와 임상분류 조수철(서울의대 신경정신과)

국내 소아 야뇨증의 역학 김경도(중앙의대 비뇨기과)

The Mechanisms of Monosymptomatic Bedwetting  J.C Djurhuus (Aarhus University, Denmark)

토론
10:30-10:45 휴식
10:45-12:00 일차성 야뇨증의 진단 좌장 : 김병길(연세의대 소아과)

야뇨증의 병력정취와 진찰 박문수(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과)

야뇨증의 진단 work-up 이상돈(부산의대 비뇨기과)

Bladder Dysfuction in Refractory Primary Nocturnal Enuresis C.K.Yeung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China)

토론
12:00-13:00 점심식사
13:30-15:10 일차성 야뇨증의 치료 목적 및 방향 좌장 : 조수철(서울의대 신경정신과)

1) Self-Esteem, 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and 
daytime Incontinence Bruno Hagglof(Umea University,Sweden)

2) 일차성 야뇨증 아동의 정신사회적 적응 (연세의대 신경정신과)

3) 일차성 야뇨증의 행동 및 물리치료 한상원(연세의대 비뇨기과)

4) 일차성 야뇨증의 약물요법 박용훈(영남의대 소아과)

토론
15:10-15:30 휴식
15:30-16:10 일차성 야뇨증의 치료 좌장 : 우영남(한양의대 소아과)

A European Treatment strategy for Nocturnal Enuresis Kelm Hjalmas

(Goteborg University,Sweden)

토론
16:10-17:00 종합토의 사회 : 김경도(중앙의대 비뇨기과)

(한국에서의 야뇨증 치료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7:00 폐회사

제1회 야뇨증 서울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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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1년 5월 26일(토요일) 오후 3시 •주최 : 한국야뇨증연구회

•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후원 : 한국페링약품(유)

•Program

15:00-15:20 등록
15:20-15:30 개회사 조수철(대한소아정신과학회장)

SessionⅠ 좌장 : 이재승(대한소아신장학회장)

15:30-16:10 Nocturnal enuresis                      Prof, Hiroki Watanabe(Meiji University)

16:10-16:50 The role of desmopressin in PNE    Dr, Lens Peter Norgaard(Ferring Pharmaceuticals)

16:50-17:10 토의
17:10-17:30 Coffee Break

Session Ⅱ 좌장 : 최승강(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장)

17:30-17:50 The role of acupuncture in Nocturnal enuresis Prof. Hiroki Watanabe(Meiji University)

17:50-18:10 Modification of bladder behavior with physical stimuli in enuresis
한상원(연세의대 비뇨기과)

18:00-18:30 토의
18:30- 만찬

제2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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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 8월 28일(화요일) 오후 6시 •주최 : 한국야뇨증연구회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후원 : Ferring Pharmaceuticals Korea

•Program

18:00-19:30 Dinner

Lecture 좌장 : 조수철(한국야뇨증연구회장)

19:30-20:10 Urotherapy of non-neuropathic bladder sphincter dysfunction in children and young adult
Prof. Piet Hoebeke(University of Ghent)

20:10-20:40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How to diagnose and how to treat?
Place of desmopressin in the treatment - Prof. Piet Hoebeke(University of Ghent)

20:40-21:00 Discussion

•일시 : 2003년 5월 9일(금요일) 오전 8시 •주최 : 한국야뇨증연구회

•장소 : 대전시 유성 리베라 호텔 2층 그레이스홀 •후원 : Ferring Pharmaceuticals Korea

•Program

8:00-8:30 Registration
8:30-10:00 Panel discussion 좌장 : 김경도(중앙의대)

“perspectives on the treatment of enuretic Children”

Panelists: 이상돈 교수(부산의대) Recent Trends in the treatment of enuretic children
박용훈 교수(영남의대) Pharmacotherapy
배기수 교수(아주의대) Modifications of the pharmacotherapy
박관현 교수(성균관의대) Behavioral modifications including alarm treatment
한상원 교수(연세의대) Treatments of the detrusor/sphincter dysfunction
문두건 교수(고려의대)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treatment

제3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제4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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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초청강연 좌장: 조수철 교수(서울대 의대)

Prof. Alexander von Gontard(Koeln Uiv., Germany)

“Nocturnal Enuresis in the aspect of a Behavioral/Emotion Disorder”
“Treatment of the Nocturnal enuresis associated with ADHD a/o other Psychiatric disorders”

11:30-12:00 연구회 결과 보고 좌장 : 최승강 교수(연세의대) 조수철 교수(서울의대)

12:00-13:00 Lunch 
13:00- 총회

•일시 : 2004년 4월 30일(금요일) 오전 8시 •주최 : 한국야뇨증연구회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후원 : Ferring Pharmaceuticals Korea

•Program

8:00-8:30 Registration(제2차 연구회 총회)
8:30-9:20 초청강연 

Kelm Hjalmas Children’s Hospital Dept, Paediatric surgery urology, Goteborg University,Sweden
9:20-9:30 Discussion 좌장 : 김경도 교수(중앙의대)

9:30-10:20 초청강연 Prof, Akihiro Kawauchi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Dept of Urology-Japan

Recent Studies on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of nocturnal enuresis
10:20-10:30 Discussion 좌장 : 박용훈 교수(영남의대)

10:30-10:50 Coffee break
10:50-12:00 Case discussion of Refractory Enuresis 좌장 : 한상원 교수(연세의대)

12:00-13:00 Lunch

제5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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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뇨증 연구회 워크샵

•일시 : 2002년 11월 23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경기도 안성 레이크힐 골프텔

•일정

3:30-4:30 PM 자유토론 - 현행 연구과제 수행 중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의
4:30-4:45 PM 2002년 비뇨기과학 잡지에 발표된 야뇨증 논문 요약 김영식 선생님

4:45-5:00 PM 2002년 소아과학 잡지에 발표된 야뇨증 논문 요약 배기수 선생님

5:00-5:15 PM 2002년 정신과학 잡지에 발표된 야뇨증 논문 요약 이영식 선생님

5:15-6:00 PM 자유토론 - 2002년 야뇨증 진단 치료의 신경향
6:00-6:30 PM 2003년 사업계획

•일시 : 2003년 11월 29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

•일정

3:30~4:00 연구회 숙제결과 요약 및 결과처리방안 조수철 교수

4:00~4:20 소아신장학회협동 연구결과(imipriamine/desmopressin 복합처방) 박용훈 교수

4:20~4:40 방광-요도 기능평가의 중요 박관현 교수

4:40~5:00 2003 소아과학잡지에 발표된 야뇨증 논문 review 김지홍 교수

5:00~5:20 2003 비뇨기과학잡지에 발표된 야뇨증 논문 review 홍창희 교수

5:20~6:00 자유토론 - 2003년 야뇨증진단 치료의 신경향
6:00~6:30 2004년 사업계획

2002년 한국야뇨증 연구회 워크샵

2003년도 한국야뇨증 연구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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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4년 11월 27일 

•장소 : 서울메리어트호텔

•일정

2:00-2:10 회장 인사
2:10-2:50 2004년 International PNE Workshop, Malaga, Spain 보고 홍창희 교수

2:30-2:50 2004 ICCS, Gent, Begium  보고, Course review 권동득 교수

2:50-3:10 2004 ICCS, Gent, Belgium 보고, Paper review 김경도 교수

3:10-3:40 2004년 야뇨증 국내외 발표 논문 정리(소아과학회) 김수영 교수

3:40-4:10 2004 야뇨증 국내외 발표 논문 정리(비뇨기과학회) 우승효 교수

4:10-4:40 Coffe break
4:40-5:00 연구회 1차 연구경과 보고 조수철 교수

5:00-6:30 증례 토론 좌장 : 박용훈 교수, 한상원 교수

6:30-7:00 연구회 2차 연구계획 및 자유 토론

•일시 : 2005년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그랜드 힐튼 호텔 플라밍고 회의실

•일정

2:00-2:10 회장 인사 김경도 교수

2:10-2:40 야뇨증 연구회 2차 연구 보고 김경도 교수

2:40-3:50 총회 (활동보고 및 향후 학회 승격 방향, 정관제정 및 조직개편 논의, 이사회 결정 승인)
3:50-4:00 신임회장 인사 박용훈 교수

4:00-4:20 Coffe break
4:20-4:50 야뇨증 관련 국내외 발표 논문 정리 (소아과) 배기수 교수

4:50-5:20 야뇨증 관련 국내외 발표 논문 정리 (비뇨기과) 한창희 교수

5:20-5:30 2기 회장 감사패 증정 박용훈 교수

2004년도 한국야뇨증 연구회 워크샵

2005년도 한국야뇨증 연구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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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5월 13일(토요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 부산대학교병원

•일정

2:00~2:20 등록
2:20~2:30 회장 인사말
2:30~4:00 공동연구 주제발표 좌장 : 김경도 (중앙의대)

1. An epidemiologic study of voiding and defecation habits in Korea children of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이상돈(부산의대)

2. Effect on sleep arousal of desmopressin, imipramine anticholinergics and alarm 
plus medication 김준모(순청향의대)

3. Combined therapeutic effect of desmopressin and furosemide 김홍식(충남의대)

4. Combined therapy of desmopressin and alarm treatment in nocturnal enuresis
조민현(경북의대 이정원(서울시림동부병원) 

5. 소아 과민방광의 유병율 조사 한상원(연세의대)

4:00~4:20 배뇨장애 관련안내서(배뇨기록지, 배뇨장애 진료설문지, 안내서) 홍창희(한림의대)

4:20~4:40 Coffee break
4:40~5:40 공동연구주제에 대한 조별토의(연구주제 2가지와 배뇨기록지, 2개조로 나누어 토의)
5:40~6:30 종합토의

2006년도 대한야뇨증학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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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학술대회

1. 학술대회 전야 개원의 연수교육

충남대전 지역 개원의 연수교육

•일시 : 2005년 12월 9일 (금) 19:00-21:00 

•주최 : 충남 대전지역 비뇨기과/소아과 개원의 협의회

•주제 :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의 실제

•연수교육일정 :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후 / 장소 : 을지대학병원 강당 

7:00 - 7:30 등록 및 식사 

7:30 - 9:00 심포지움 좌장 : 박용훈 교수 (영남의대)

7:30 - 8:00 I) 야뇨증 환자에대한 접근: 환자 내원시 실제 어찌 하는가? 이종국 교수 인제의대 소아과

8:00 - 8:30 II) 기질적 원인에 의한 야뇨증의 감별 김경도 교수 중앙의대 비뇨기과 

8:30 - 9:00 III) 야뇨증치료의 실제: 토론 및 경험교환 (배뇨기록지/치료평가) 
김건석 교수 울산의대 비뇨기과 / 배기수 교수 아주의대 소아과

9:00 - 9:10 종합 질문 / 연수 종료

2. 학술대회

•일시 : 2005년 12월 10일 (토) 10:00~16:00

•장소 : 대전 을지대학병원 2층 을지홀

•주최 :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일정 

9:30-10:00 등록 
10:00-10:20 개회사 및 회장인사 

10:20-11:10 연제발표(I) 좌장 : 이종국 교수 (인제의대)

1. 국내 성인 야뇨증에 대한 역학조사 - 대한 야뇨증 학회 공동 연구 
중앙의대 김경도, 대한 야뇨증 학회 회원

2. 야뇨증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비교 영남의대 소아과학교실 박미영, 최정연, 박용훈

3.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에서 유뇨증(enuresis), 야뇨증(nocturnal enuresis) 및 유분증(en-
copresis)에 대한 고찰 부산의대 소아과학교실 이병기, 김수영

4.  복합증상성 야뇨증 및 치료에 불응하는 단일증상성 야뇨증 환자에서 요역동학검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한덕현, 김승태, 박관현 

2005년 제 1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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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차성 방광요관역류 환아에서 방광경 소견 및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 지표와 방광요관
역류 등급의 상관관계 분석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방우진, 이혜영, 조강수, 한상원

11:10-12:10 특강 좌장 : 이영식 교수 (중앙의대)

(I) Aquaporin과 야뇨증 김동언 교수 가톨릭의대 소아과

(II) 수면과 야뇨증 서완석 교수 영남의대 정신과

12:10-13:00 점심식사
장소 : 을지대학 원내식당 

13:00-14:00 연제발표(2) 좌장 : 정재용 교수 (인제의대) 

1. 야뇨증 환아에서 병력취득 설문지의 이용 
영남의대 소아과학교실 최정연, 박미영, 박용훈

2. 부산지역의 소아 요로감염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최근 9년간의 동향
부산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천원희, 김정만, 이창렬, 이상돈, 장철훈

3. 신생아 수신증과 관련된 산전 요인 및 동반 기형에 대한 조사
을지의대 소아과학교실, 정미소, 강주형, 신윤정

4. 핵형에 따른 터너증후군 환자의 신기형 동반율 분석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소아과학교실, 진단 방사선과학교실 영남의대 소아과학교실 

최은경, 정영희, 박영미, 박용훈, 정우영

5. 산전 발견된 심한 폐색성 수신증 영아에서 요로 감염의 위험성
울산의대 비뇨기과학, 소아과학 교실 이상복, 김건석, 박영서

6. 방광요관역류 환아의 무증상 형제자매에서 역류 선별검사의 의의 
아주의대 소아과학교실 허 준, 이해상, 신윤혜, 배기수

7. 배뇨중 방광요도조영술을 시행한 남아에서 구부요도환과 방광요관역류의 상관관계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이동훈, 이혜영, 조강수, 한상원

14:00-15:00 심포지움 좌장 : 김경도 교수 (중앙의대)

야뇨증 치료의 최근 동향
1) 야뇨증의 약물치료 이승주 교수 이화의대 소아과

2) Alarm 치료 박관현 교수 성균관의대 비뇨기과 

3) Urotherapy 한상원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15:00-16:00 총회 및 폐회식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_ 27

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6년 12월 15일(금)

•장소 : 전남대학병원 강당

•학술대회 일정 

[1부] 학술 대회

13:30-14:00 등 록 
14:00-14:10 회장 인사

14:10-15:40 특강 좌장 : 이승주 교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1. Sodium handling and volume regulation of kidney 전남대 신장내과 김수완

2. Pathophysiology of water metabolism and its disorders 가톨릭대 소아과 김동언

3. ICCS standardization of the terminology for lower urinary symptoms and enuresis
성균관대 비뇨기과 박관현

4. Psychosocial problems of enuretic chidren 연세원주의대 정신과 안정숙 

15:40-16:00 휴식

16:00-17:00 연제발표(1) 좌장 : 한상원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1. 소아 당뇨병 환아에서의 야뇨증 
김세윤1, 최정연1, 김흥식2,  조민현3, 박용훈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3

2. 부산지역 학동기 소아에서의 야뇨증과 과민성 방광의 유병율에 대한 다기관 역학 조사
정재민1, 강동일2, 조원열3, 김수영4, 이상돈4, 고신의대1, 인제의대2, 동아의대3, 부산의대4

3.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본 최근 2년간 국내 야뇨경보기 치료성적
홍창희, 김준모1, 우승효2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1, 을지대학교 비뇨기과학교실2

4. 야뇨증 환아의 배뇨증상 설문지와 배뇨일지에서 하부요로증상의 불일치성 
박관현, 곽경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5. 소아 배뇨장애 환자에서의 변비에 대한 보호자 진술의 의미
김아영, 김용수, 임동현, 정호영, 이동훈, 구교철, 한상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17:00-17:10 휴 식

17:10-18:10 연제발표(2) 좌장 : 김수영 교수 (부산의대 소아과)

1. 부산지역 학동기 소아에서의 배뇨 및 배변 습관에 대한 다기관 역학 조사 :초기보고
정재민1, 강동일2, 조원열3, 김수영4, 이상돈4 고신의대1, 인제의대2, 동아의대3, 부산의대4

2006년 제 2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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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전 발견된 심한 양측성 신우요관이행부폐색의 치료경과 
박홍주, 유창희  김건석 울산대학교 비뇨기과학교실

3. 야뇨증환자에서 비디오요역동학검사의 필요성
김명주, 최현민, 박성진, 이주형, 김용수, 한상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비뇨의과학연구소

4.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에서 각 질병 및 시행횟수에 따른 변화 및 차이 
최현민, 박성진, 김용수, 김명주, 한상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비뇨기과학 연구소 

18:10-18:30 등록 및 2부 준비

[2부] 미니린 심포지엄 좌장 : 김경도 교수 (중앙의대 비뇨기과)

18:30-18:50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of Minirin 아주대 소아과 배기수

18:50-19:20 등록 및 식사
19:20-19:40 Efficacy and Safety of Minirin (II) 전남대 비뇨기과 권동득

[3부] 개원의 강좌 좌장 : 류수방 교수 (전남대 비뇨기과)

19:40-19:50 인사말 (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장/ 소아과 개원의협의회장/ 야뇨증학회장)
19:50-20:10 야뇨증의 원인과 진단 연세대 소아과 김지홍

20:10-20:30 야뇨증의 치료(약물 요법) 한림대 평촌성심 비뇨기과 홍창희

20:30-20:50 야뇨증의 치료(행동 및 기타 요법) 인제대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정재용

20:50-21:10 야뇨증 치료가 왜 필요한가? 전남대 정신과 양수진

21:10-21:30 야뇨증 치료의 실제 (증례 토의) 울산의대 아산병원 비뇨기과 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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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7년 11월 17일 (토요일) 10:00∼17:00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의대강당(서울 신촌 소재)

•학술대회 일정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식 및 회장인사

10:10-11:10 Symposium : Bladder and Bowel Dysfunction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이종국 (인제의대) 

(1) Anatomy and physiology of bladder and bowel 이정원 (한림의대 소아과)

(2)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bladder dysfunction 이  택 (인하의대 비뇨기과)

(3)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bowel dysfunction 박효진 (연세의대 내과) 

11:10-12:10 2007 Update on Incontinence: Therapeutic Approach to Incontinent Children 

좌장 : 이승주 (이화의대), 김경도 (중앙의대) 

(1) First line therapy 강주형 (을지의대 소아과)

(2) Pelvic floor therapy and urotherapy 홍창희 (연세의대 비뇨기과)

(3) Psychologic therapy 서완석 (영남의대 정신과)

(4) Continence surgery 김건석 (울산의대 비뇨기과)

12:10-13:30 Lunch

13:30-14:30 연제발표(1) 좌장 : 유기환 (고려의대), 정재용 (인제의대)

1. 5-13세의 학동기 소아에서의 과민성 방광의 유병율과 위험인자에 대한 다기관 역학조사
이상돈, 강동일, 권동득,김건석, 김수영, 김한권, 문두건, 박관현, 박용훈, 배기수, 서홍진, 이정원, 

정재민, 조원열, 하태선, 한상원 

2. 5-13세의 학동기 소아에서의 이상 배뇨 및 배변 습관에 대한 다기관 역학 조사
정재민, 강동일, 권동득, 김건석, 김수영, 김한권, 문두건, 박관현, 박용훈, 배기수, 서홍진, 이상돈, 

이정원, 조원열, 하태선, 한상원

3. 5-13세의 학동기 소아에서의 배뇨 및 배변 습관에 학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기관 연구
김지홍, 정재민, 강동일, 권동득, 김건석, 김수영, 김한권, 문두건, 박관현, 박용훈, 배기수, 서홍진, 

이상돈, 이정원, 조원열, 하태선, 한상원

2007년도 제 3차 대한야뇨증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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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지역 2개 초등학교 대상 야뇨증 역학조사
이정민, 이현정, 배기수, 이상돈 

14:30-14:40 학회 홈페이지 소개 강주형 (정보이사) 

14:40-15:40 연제발표(2) 좌장 : 김수영 (부산의대), 이영식 (중앙의대) 

1. 야뇨증에 대한 이라 진료의사의 인식도 조사
김세윤, 최정연, 박용훈, 이경수

2. Behavior Treatment of Five Female Children with Daytime Incontience
Kyong-Mee Chung, Youjin Yang, Soung Yang, Ah Young Kim, Sang-Won Han/72

3. 약물치료 저항성 야뇨증을 보이는 소아에서 야뇨경보기 치료의 유효성
곽경원, 박관현 

4. 소아 야뇨증 환자에서 약물복용 중단 후 장기 추적관찰
권종규, 이신영, 김경도

5. 2세 미만 소아의 첫 발열성 요로 감염에서 연령군에 따른 발병양상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의 비교
송지은, 조혁, 신재일, 김지홍 

6. 선천성 구부요도환이 방광요관역류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 
임영재, 홍창희, 이혜영, 한상원/76

7. 술 중 발견된 요관류를 동반한 완전 중복요관 1례
박준명, 양승완, 인영호, 김민균, 유지형, 정재용

15:40-16:00 Coffee Break

16:00-16:40 Panel discussion : Refractory Enuresis Cases 

좌장 : 남궁미경 (원주기독병원), 박재신 (대구가톨릭의대) 

토론자 : 박관현, 우승효, 배기수, 하태선

16:40-16:50 한일야뇨증학회 정리보고 김지홍 (총무이사)

16:50-17:00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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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8. 12. 13 (토) 오전 10 : 00 ∼ 오후 5 : 20

•장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강의실

•학술대회 일정 

09:00-10:00 등 록 
10:00-10:10 개회 및 회장인사 

10:10-11:10 연제발표(1) : 5 papers (한 연제 당 : 5분 발표, 7분 토론) 

좌장 : 하태선 (충북의대), 서홍진 (가톨릭의대)

1. 단일 증상성 야뇨증 환아에서 일차 치료로서 Desmopressin과 이차 치료로서 
야뇨 경보기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
이영숙, 박관현(성균관의대)

2. 야뇨증 환자에서 야뇨경보기 사용 후 호전양상
김준모, 송미호, 이명호, 이광우, 김영호, 김민의(순천향의대)

3. 비단일증상 야뇨증의 약물 치료 접근법에 따른 효과 
김성철, 송강현, 김건석(울산의대)

4. 웃음요실금 환자 중 과민방광 동반 유무에 따른 임상경과의 차이 
조상희, 이혜영, 홍창희, 한상원, 최승강(연세의대)

5. ‘신실질내 역류’를 보이는 환아의 임상상
이명수, 임범택, 한승헌, 배기수(아주의대)

11:10-12:00 Special Invited Lecture 좌장 : 이승주 (이화의대)

강의 “Arousal disturbance theory for the etiology of Nocturnal Enuresis”
Professor Wadanabe

질문
12:00-13:00 Lunch

13:00-14:00 Update of Pediatric Voiding Dysfunction Management 

좌장 : 유기환 (고려의대)

1. Alpha-adrenergic blocker 연세의대 홍창희

2. Anticholinergics 한림의대 이정원

3. Botulium toxin and Neuromodulation 인하의대 이  택

2008년도 제 4회 대한야뇨증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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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nel Discussion

14:00-15:00 연제발표(2) : 5 papers (한 연제 당 : 5분 발표, 7분 토론) 

좌장 : 부산의대 김수영 대구가톨릭 박재신 

1. 야뇨증 증상의 정도에 따른 기능적 방광용적과 아침 소변삼투압의 차이 
김준모, 송미호, 이명호, 이광우, 김영호, 김민의 (순천향의대)

2. 약물치료에 불완전한 반응을 보이는 소아 배뇨장애 환아에서의 배뇨치료(Utoyherapy) 
김아영, 김명주, 이혜영, 홍창희, 한상원(연세의대)

3. 소아 요로감염증에서 실실질병변 및 방광요관역루와 임상변수와의 연관성 
변정림, 이상택, 김교순(건국의대)

4. 기저귀 장기 착용 여부에 따른 야뇨증 환아의 임상 특성 및 단기 치료성적 비교 
하홍구, 전태경, 공미연, 이상돈(부산의대)

5. 방광 출구 폐쇄 흰쥐에서 한랭수용체 TRPM8의 변화 
김매화, 홍창희, 이혜영, 한상원(연세의대), 강효진(연세의대 BK21의과학사업단)

6. 선천성 수신증 환아에서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황현희, 양은애, 정혜정, 조민현, 고철우(경북의대)

15:00-15:20 Coffee Break

15:20-16:00 협연연구 보고 좌장 : 정우영 (인제의대)

야뇨증 환아에서 소변내로의 칼슘배설에 관한 연구 인제의대 정우영

한국 소아에서 방광용적 연구
1. 20개월 이하 유아에서 방광용적 연구 고신의대 정재민

2. 20개월 이상 소아에서 방광용적 연구 전남의대 김선옥

지정토론자 경북의대 조민현, 가톨릭의대 한창희

16:00-17:00 Panel discussion (Problem Cases Discussion) 

좌장 : 이영식 (중앙의대), 김경도 (중앙의대)

(1) Enuresis associated with ADHD 
(2) Secondary Enuresis 
(3) Adult Enuresis 
(4) Refractory Polysymptomatic Enuresis

Panelists : 울산의대 김건석, 동아의대 조원열, 연세의대 김지홍, 을지의대 강주형

Comment : Professor Wadanabe

15:00-15:20 총회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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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09. 12. 12 (토) 

•장소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학술대회 일정 

09:00-10:00 등 록 
10:00-10:10 개회 및 회장인사

10:10-11:10 연제발표(1) 좌장 : 하태선 (충북의대), 서홍진 (가톨릭의대)

1. 일차성 야뇨증 환자의 변비: 유병율과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관진, 백민기, 최황 (서울의대 비뇨기과)

2. 일차성 단일증상성 야뇨증 환아에서 요속검사 및 잔뇨측정이 일차검사로 유용한가?
김현우, 박창수, 남종길, 이상돈(부산의대 비뇨기과)

3. Dfficacy of desmopressin and enuretic alarm as the first and second-line treatment for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a prospective, randomized, cross-over study
이영숙, 이하나, 백민기, 박관현(성균관의대 비뇨기과)

4. 소아 비만도와 야뇨증 치료성적과의 연관성
박창수, 김현우, 이상돈(부산대의대 비뇨기과)

5. Variables associated with response failure to medical treatment in children with noc-
turnal enuresis
오미미, 박민구, 문두건(고려의대 비뇨기과)

11:10-12:00 Invited Lecture 좌장 : 김경도 (중앙의대)

Translating complicated science into simple and easy to follow principles to GP’s
Jens Peter Norgaard (University of Lund, Sweden)

12:00-13:00 Lunch

13:00-14:30 연제발표(2) 및 협연결과 발표 좌장 : 한상원 (연세의대), 김수영 (부산의대)

1. 단순 열성요로감염 환아에 있어 급성양자결손 및 궁극적인 신반흔 형성의 위험인자 
오미미, 고기원, 박민구, 문두건 (고려의대 비뇨기과)

2. 척수이형성증으로 인한 신경인성발광에서 간헐적 도뇨 시행군과 비시행군 환아들의
임상양상 비교
박명찬, 권택민, 한지연, 김건석 (울산의대 비뇨기과)

3. Development of the scoring system about functional voiding dysfunction in pediatric

2009년도 제 5회 대한야뇨증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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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이하나, 백민기, 곽경원, 이영숙, 홍창희, 백경훈, 박관현 (성균관의대)

4. 소아배뇨장애에서 알파차단제의 적응증
임영재, 염찬동, 최은경, 홍창희, 한상원(연세의대 비뇨기과)

5. 일반 소아인구의 배변·배뇨 습관
이명수, 배기수, 원용연, 김영수, 김영희(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6. 후부요도판막증에서 태아 중재술의 유용성
심명선, 박세준, 김건석(울산의대 비뇨기과)

협연결과 보고

1. 야뇨증 환아에서 소변내로의 칼슘배설에 대한 연구
정우영, 조민현, 박용훈, 대한야뇨증학회(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

2. 24개월 이상 한국 소아의 방광용적 연구: 다기관 연구
김선옥, 조원열, 김준모, 박성찬, 김영식, 문두건, 김경도 (전남의대 비뇨기과)

3. 24개월 이하 한국 소아의 방광용적 연구: 다기관 연구
정재민, 김건석, 김선옥, 김준모, 박성찬, 박재신, 오미미, 대한야뇨증학회 (고신의대 비뇨기과)

14:30-15:30 Design and Practice of Clinical Trial in Enuresis Study 

좌장 : 정우영 (인제의대) 이상돈 (부산의대)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한 Cohort Study 강대룡 박사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

2009-2010 학회 연구과제 ? 
항이뇨호르몬제 불응성 야뇨증에서 복합약물연구 김준모 (순천향의대 비뇨기과)

환아 부모와 의사의 야뇨증의 치료에 대한 자세 우승효(을지의대 비뇨기과)

15:30-15:50 Coffee Break

15:50-16:20 Special Lecture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의 algorithm
Yuji Azuma (Azuma Urology Clinic, Councillor of JSE)

16:20-17:00 Panel discussion 

Clinical practice for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nuresis 
좌장 : 김건석 (울산의대) 김지홍 (연세의대)

Panelist : 강주형 (을지의대), 김선옥 (전남의대), 백민기 (성균관의대), 우승효 (을지의대)

Commentator : Yuji Azuma (Azuma Urology Clinic, Councillor of JSE)

17:00-17:20 총회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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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전야 심포지엄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오후 6시 - 7시 30분

•장소 :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일정 

Special Lecture I 좌장 : 배기수 (아주의대) 

Outcome of enuresis treatment following worldwide strategy
Akihiro Kawauchi (Dept. of Urology,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Special Lecture II  좌장 : 김경도 (중앙의대) 

Evaluation and management in refractory nocturnal enuresis
Piet Hoebeke (Dept. of Pediatric Urology, Ghent University Hospital)

•저녁식사 : 명선헌 (한정식 062-228-2942)

2. 개원의 연수강좌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오후 7시 - 9시                   •장소 : 광주 라마다호텔

•저녁식사 (오후 7시 - 7시 30분) 

•인사말 (오후 7시 30분 - 7시 40분) 

배기수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회장), 유용상 (광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학술대회 일정 (오후 7시 40분 - 9시) 

주제 : 학회 설문조사에 근거한 야뇨증의 실제 접근 
진행 : 유용상 원장

강좌 I (오후 7시 40분 - 8시 20분)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오미미 (고려의대 비뇨기과)

강좌 II (오후 8시 20분 - 9시)

Non-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이정원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3. 2010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일시 : 2010년 12월 11일 (토)

•장소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2010년 제 6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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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일반연제 I 좌장 : 이상돈 (부산의대), 하태선 (을지의대)

1. 소아 비신경인성과민방광에서 불수의배뇨근수축의 특징과 근거기반치료의 자료 제공 
정현진, 김명주,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연세의대) 

2. 과민성 방광 환아에서 propiverine 경구 투여의 효과와 안전성
이동기, 김우중, 박관현, 백민기 (성균관의대)

3. 대구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요로감염에 대한 치료경향의 분석
이상수, 김세윤, 김명욱, 조민현, 박용훈 (영남의대, 경북의대)

4. MDCT uncovers hidden lesions of acute pyelonephritis from DMSA scan 
권명훈, 이정민, 권덕균, 배기수 (아주의대)

5. Deflux 주입이 방광요관역류 소실에 미치는 영향: 방광요관역류의 자연소실과 비교
정현진,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연세의대)

11:00-12:00 Invited Lecture 좌장 : 배기수 (아주의대)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bladder-bowel dysfunction 
Piet Hoebeke (Department of Pediatric Urology, Ghent University Hospital)

12:00-12:20 총회 
12:20-13:20 Lunch

13:20-14:30 Panel discussion : Voiding dysfunction in children

좌장 : 한상원 (연세의대), 정우영 (인제의대)

Diagnosis of voiding dysfunction
1. Diagnosis based on symptoms, is it enough? 신재일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2. When do we need a urological evaluation? 백민기 (성균관의대 비뇨기과)

Management in case with voiding dysfunction and VUR
1. Pharmacotherapy: how long and how much? 조민현 (경북의대 소아청소년과)

2. Surgical management: possible options and my choice 김선옥 (전남의대 비뇨기과)

Discussion : (Panelists: 신재일, 박관진, 조민현, 김선옥)
14:30-14:50 Coffee break

14:50-16:00 일반연제 II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김건석 (울산의대) 

1. Combination therapy in desmopressin refractory nocturnal enuresis: a preliminary report
김준모, 오미미, 김선옥, 홍창희, 이상돈 (다기관연구)

2. Parents’ and doctors’ attitude towards the treatment of nocturnal enure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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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주현택, 이상돈, 오미미, 문두건,김선옥, 이정원, 김준모, 우승효 (다기관연구)

3. 약물치료에 무반응성인 비단일증상 야뇨증의 위험인자
김성철, 김건석 (울산의대)

4. 야뇨증 환아에서 KUB로 확인한 잠재이분척추의 의미
임영재, 신상희, 이미정, 홍창희, 김명준, 한상원 (연세의대)

5. 기저귀 무게측정을 통한 야뇨증 원인의 평가
김준모 (순천향의대)

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의 배뇨 및 배변장애에 관한 연구 
강성민, 정석근, 이상돈, 김지훈 (부산의대)  

16: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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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10일(토) 10:00~17:00

•장소 :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의과대학강당

•학술대회 일정 

9:30~10:00 등록

10:00~11:00 연제발표 I 좌장 : 한상원 (연세의대), 하태선 (충북의대)

1. 야뇨증 환아에서 변비가 배뇨증상, 요속검사, 배뇨 후 잔뇨량에 미치는 영향
황대성, 정승찬, 공미연, 이상돈 (부산의대)

2. 소아 야뇨증에서 야간 경보기의 효과 및 순응도에 관한 연구
이동기, 김우중, 이윤경, 백민기 (성균관의대)

3. 야뇨증 검사로 최대방광요적과 소변삼투압의 정확도
김준모(순천향의대)

4. 신우요관이행부폐색 환아의 신우성형술 시행 후 임상 경과의 관찰:
요관 스텐트 설치 유무에 따른 고찰 
최대헌, 김종원, 김건석(울산의대)

5. 산전검사에서 발견된 일측서어 다낭포성 신이형성증의 임상경과 및 예후 
이윤정, 이주훈, 박영서(울산의대)

11:00~12:00 Special Lecture : Pathophysiology of Nocturnal Enuresis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1. Circadian rhythm of ADH, Solute diuresis and Hypercalciuria
서울의대 강희경 

2. Brain & Sleep Dysfunction and Psychologic Aspect
서울의대 박관진 

12:00~1:00 Lunch

1:00~2:00 Symposium - Recent Update of Nocturnal Enuresis and Voiding / Bowel Dysfunction

좌장 :  배기수 (아주의대), 김건석 (울산의대)

1. Nocturnal Enuresis 연세대 임영재, 지정토론자 : 김지홍 (연세의대) 

2. Pediatric Voiding and Bowel Dysfunction 성균관의대 백민기, 지정토론자 : 이택 (인하의대)

2011년 제 7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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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0 협연연구 중간보고 & 이전 연구들 최종보고 좌장 : 이상돈 (부산의대)

발표 : 성균관의대 백민기, 순천향의대 김준모, 을지의대 우승효 

2:40~3:00 Coffee Break

3:00~4:00 연제발표 II 좌장 : 박재신 (대구카톨릭), 서홍진 (가톨릭의대)

1.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가진 소아환자에서 Solifenacin의 효능 및 관용도 평가 
추민수, 이정훈, 박관진 (서울의대)

2. 소아에서 요역동학검사는 배뇨증상을 반영하는가? 불수의배뇨근수축 동반 여부에 따
른 과민성 방광의 치료 경과 비교
정현진, 신상희, 김명주, 이용승,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연세의대)

3.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 장애(ADHD)소아에서 배뇨증상에 따른 임상적 고찰 
김준영, 이지현, 김성구, 이정원 (한림의대)

4. 요로감염을 가진 소아에서의 저나트륨혈증
박세진, 배기수, 김지홍, 이재승, 김기혁, 신재일 (아주의대, 연세의대, 국민건강보험공단)

5. 생애 첫 요로감염 환아들에게 배뇨요로조영술의 선택적 시행의 유용성 
강석정, 박용훈 (영남의대)

6. 이소성요관이 의심되는 요실금 여아에서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이 필요한
이용승, 정현진, 하윤수, 김규현,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연세의대)

4:00~5:00 Panel discussion : Pediatric UTI and Voiding Dysfunction

좌장 : 이승주 (이화의대), 김경도 (중앙의대)

1. The Prevalence of Voiding/bowel Dysfounction in Pediatric UTI 오미미 (고려의대)

2. Pathophysiology of Voiding and Bowel Dysfunction for UTI 강주형 (을지의대)

3. Workup for UTI and Evaluation of Voiding & Bowel Dysfunction 정재민 (고신의대)

4. Prevention of UTI by Management of Voiding and Bowel Dysfunction 신재일 (연세의대)

Pannelits : 고려의대 오미미, 을지의대 강주형, 고신의대 정재민, 연세의대 신재일 

5:00~ 총회 및 폐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40 _

•일시 : 2012년 12월 8일 (토), 9:30~17:10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

•학술대회 일정 

9:00~9:30 등록

9:30~11:00 연제발표 좌장 : 하태선 (충북의대), 이상돈 (부산의대)

1. 빈뇨를 주소로 내원한 기능성 배뇨장애 소아에서 행동치료의 유용성 
구자윤, 공미연, 정승찬, 이상돈 (부산의대)

2. The Dofference of Bladder Sense in Pediatric Voiding Dysfunction 
임영재, 이용승, 이혜영, 한상원 (연세의대)

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icacy of Biofeedback
Therapy in Children with Daytime Incontience 
최은경, 홍창희, 임영재, 이혜영, 이용승, 신상희, 조상희, 한상원 (연세의대)

4. 야뇨증 치료 성공의 예측 인자: 배뇨일기와 주관적 증상의 비교 
김아람, 송상훈, 류제만, 임범진, 박사현, 박성찬, 김건석 (울산의대)

5. 비단일증상성 야뇨증에 대한 일차 약물치료로 항콜린제의 적용:Pilot Trial 
박관진, 안태식, 안현수 (서울의대)

6. 치료불응 야뇨증 환아에서의 요루역동학검사 및 배뇨중방광요도조영술 결과분석 및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치료성적 
구자윤, 정승찬, 공미연, 이상돈 (부산의대)

7. Effectiveness of Adenotonsillectiomy in the Resolution of Nocturnal Enuresis on Chil-
dren with Sleep Disordered Breationg 
박성찬, 이정민, 이태훈, 남정권, 이종철 (울산의대)

8. Treatment of Bilateral Vesicoureteral Reflux with Asymmetric Grade:Combination of
Endoscopic Injection Therapy and Extravesical Ureter Reimplantation 
나준채, 박재준, 지윤혜, 이초녕, 이용승, 이혜영,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연세의대)

9. 야뇨증 환아의 방광용적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늘어나지 않는것인가? 
김준모(순천향의대)

10. 소아 주간빈뇨증후군의 임상양상 
김준모, 송미호, 이광우, 김영호, 김민의(순천향의대)

11:00~12:30 Special Lecture - Comorbid disorder in Nocturnal enuresis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2012년 제 8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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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HD and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이창화 (을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2. The Relationship of Obstructive Sleep Apnea (OSA) in Children with 
Noctuenal Enuresis 연제엽 (충북의대 이비인후과)

3. Psycologic Aspect of Noctunal Enuresis and Urinary Incontinence
정재민 (고신의대)

12:30~13:30 Lunch

13:30~14:50 협연연구 발표 좌장 : 이승주 (이화의대), 한상원 (연세의대)

1.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AB 박성찬 (울산의대) 

2. 배뇨훈련에 따른 야뇨증과 배뇨장애의 유병률 조사 신재일 (연세의대)

3. Comparison of Effect of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ith De-
mopressin Alone or Desmopressin Plus Anticholinergic-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백민기 (성균관의대)

4. 야뇨증/배뇨장애 환자에 대한 의사진료행태 조민현 (경북의대)

14:50~15:10 Coffee Break

15:10~17:10 개원의 연수강좌 좌장 : 김경도 (중앙의대), 김건석 (울산의대)

1.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홍창희 (연세의대) 

2. Non-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오미미 (고려의대) 

3. Office Management of Voiding Dysfunction 우승효 (을지의대)

17:10~ 총회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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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1월 23일 

•장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1층 새싹홀

•학술대회 일정 

09:35~11:00 연제발표 좌장 : 서홍진 (카톨릭의대 비뇨기과), 하태선 (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1. 소아 과민성방광에서 항콜린제의 투여기간에 따른 반응률의 변화 및 예측인자 
연세의대 하지용, 김상운, Rosito Mascuna Jr., 임영재, 이용승, 이혜영, 한상원

2. 소아 및 성인 마제신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과 비교 
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김유경, 권남희, 강동일, 정우영

3. 소아의 항역류 수술이 이후 유아기 배뇨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대 최호철, 이광석, 하지용, Rosito Mascuna Jr., 이용승, 이혜영, 임영재, 홍창희, 한상원

4. 괄약근저활동으로 인한 복압성요실금을 보이는 소아신경인성 방광 환자에서
imipramine hydrochloride 투여의 효과 
서울의대 이한이, 박관진

5. 소아 과민성방광의 원인으로서 골반저기능저하의 포함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연세의대, 신상희, 최은경, 조상희, 이용승, 이혜영, 임영재, 한상원

6. 소아 요석 : 단일기관에서 22년간의 경험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소아비뇨기과, 김수연, 김민지, 이주훈, 박영서, 김건석

7. What is the incidence of nocturnal polyuria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경희의대, 성균관의대, 이동기, 류동수, 백민기

8. Bowel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spina vifida in South Korea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연세의대, 최은경, 조상희, 신상희, 지윤혜, 전주희, 임영재, 한상원

9. MNE환아를 대상으로 한 직접 병력취득설문의 효과 
영남의대 이상수, 우다은, 박용훈

10. 초기 보호자 문진표와 관계없이 요로치료를 기본으로 한 dDVAP 유용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승찬, 공도훈, 이상돈

11. Sleep problems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서혜은, 황영주, 조민현

11:20~12:20 Special Lecture 1 좌장 : 이상돈 (부산의대 비뇨기과)

1. 소아에서의 수면과 수면장애 신원철 (경희의대 신경과)

2. 배뇨장애를 보이는 소아정신과적 질환 송동호 (연세의대 정신과)

2013년 제 9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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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2:30 소아배뇨장애지침서 출판기념 행사 및 사진촬영
12:30~13:20 점심식사
13:20~13:50 협연연구발표 협연이사 백민기 교수

13:50~14:50 Special Lecture 2 좌장 : 김지홍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1.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o faquaporin-2 in urine concentration and enuresis
권태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2. Oral Desmopressin lyophilisate(MELT) in Treatment of Enuresis
박세진(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14:50~15:10 Coffee Break

15:10~16:30 증례토의

1) 서울의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하일수 / 지정토론 정재민

2) 경희의대 비뇨기과                      이동기 / 지정토론 이정원

3) 경북의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조민현 / 지정토론 박관진

4) 울산의대 비뇨기과                송상훈 / 지정토론 김성헌

16:30~17: 00 총회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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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2월 13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학술대회 일정 

9:00~9:30 등록
9:30~9:35 회장님 인사말씀 김지홍 회장 (연세의대)

9:35~11:00 연제발표 좌장 : 서홍진 (가톨릭의대), 하태선 (충북의대)

1. 비단일증상성 야뇨증 환아에서 변비 치료의 중요성 
강민용, 이한이, 이중섭, 송원훈, 박혜진, 박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2. Can absence of pyuria exclude UTI in febrile infants? : About AAP guideline 
김성헌, 김수영 (부산대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3. 기능장애성 배뇨를 가진 여아에서 전방으로 편향된 요흐름의 의미 
최은경, 신상희, 지윤혜, 이용승, 임영재, 한상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비뇨기과,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 비뇨기과)

4. Pediatric urolithiasis : A single center experience 
Sang Taek Lee, Leeyeon Cho, Minki baek
Department of Pediatrics, Department of Urology, Sansun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5. 후부요도판막환아에서 수술적 치료 후 신장 및 방광의 기능에 대한 평가 
정재윤, 박세준, 박성찬, 송상훈, 김건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울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6. Impact of vesicoureteral reflux on allograft function in patients with augmention cysto-
plasty prior to kidney transplantation
Hee Seo Son, Snag Woon Kim, Yong Seung Lee, Young Jae Im, Neddy Lim and Sang
Won H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7. 24개월 미만의요로 감염 환아에서 Ampicilline/sulbactam 단독 치료의 효과 
김성헌, 김수영 (부산대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8. Changes of Bladder and Renal function during Puberty in Patients with Spinal Dys-
raphism 
한장희, 김상운, 손희서, 이용승, 임영재, 한상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9. The Effect of obesity on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in a Single Center 
Myung Uk Kim, Myung Hee Lim, Yong Hoon Park M.D(Department of Pediatrics, Ye-
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2014년 제 10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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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차성 단일증상성 야뇨증 환아에서 dDAVP 초기 치료반응과 주간배뇨량, 야간 최대
배뇨량 및 교정방광율적율과의 연관성 
정재민, 정승찬, 이상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학교실)

11:00~11:20 Coffee Break

11:20~12:20 Special Lecture 좌장 : 박영서 (울산의대), 조원열 (동아의대)

1. Circadian Rhythms in Urinary Functions : Possible Roles of Circadian Clocks?
조세형 (경희의대 생리학교실)

2. Effect of Diet on Aquaporin 김준모 (순천향의대 비뇨기과)

12:20~13:30 점심식사

13:30~14:30 연수 강좌 좌장 : 류동수 (성균관의대), 박용훈 (영남의대)

1. 소아 변비의 실제치료 김  승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화기영양과)

2. 소아 요역동학검사의 적응증 임영재 (연세의대 비뇨기과)

14:30~15:00 Coffee Break

15:00~16:20 증례토의 좌장 : 이상돈 (부산의대), 김건석 (울산의대)

1. 서울의대 비뇨기과  강민용 (서울의대 비뇨기과)

2. 경희의대 비뇨기과  이동기 (경희의대 비뇨기과)

3.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상택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4. 울산의대 비뇨기과     송상훈 (울산의대 비뇨기과)

16:20~17: 00 총회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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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5월 3~4일

•장소 : 남해힐튼 리조트 프라이빗 레지던스

•학술대회 일정 

1. 개회사 
2. 회장님 인사말
3. 심포지움 진 행 : 학술이사

# 1부 (1시간 10분) 좌장 : 박용훈

발표자 박관현                         지정토론자 : 이정원, 홍창희

주제 : Review of Enuresis and Its Related Nomenclature
발표 15분 / 토론  15분 

발표자 김지홍                         지정토론자 : 남궁미경, 권동득

주제 : Review of Pathophysiology of Enuresis
발표 20분 / 토론  20분 

＃ Break Time (15분)

＃ 2부 (1시간) 좌장 : 남궁미경

발표자 서홍진 지정토론자 : 김준모, 한창희

주제 : Review of Diagnosis
발표 15분 / 토론  15분

발표자 이정원 지정토론자 : 이   택, 하태선

주제 : Review of General Management (약물요법 및 행동요법 제외)
발표 15분 / 토론  15분

＃ Break Time (15분) 

＃ 3부 (1시간 40분) 좌장 : 김경도

발표자 김건석 지정토론자 : 김지홍, 박재신 

주제 : Review of Behavioral Management
발표 20분 / 토론  30분 

발표자 하태선 지정토론자 : 정재용, 박용훈

주제 : Review of Pharmacologic Management
발표 20분 / 토론  30분 

4. 폐회사

2008년 제 1회 Enuresis Consensus Meeting

Enuresis Expert Meeting(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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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6월 20일 (토) 14:00-18:30

•장소 : 천안 상록 리조트 컨벤션 센터 2층 매실

•학술대회 일정 

1부. Non-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14:00 - 15:30 좌장 : 박관현                                       

Diagnosis of NMNE 연자 : 이주훈 (울산의대)

지정토론자 : 하태선 (충북의대), 홍영권 (CHA의대)

Treatment of NMNE 연자 : 정재민 (고신의대)

지정토론자 : 강주형 (을지의대), 유창희 (한림의대)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onstipation 연자 : 조민현 (경북의대)

지정토론자 : 이정원 (한림의대), 장영섭 (건양의대)

2부. EBM levels of Nocturnal Enuresis 15:30 - 16:00 좌장 : 서홍진

Cochrane database review 연자 : 백민기 (건국의대)

지정토론자 : 류동수 (성균관의대), 김영식 (일산병원)

16:00-16:20 Coffee Break

3부. 협연연구계획 발표 16:20 - 18:20 좌장 : 이상돈

① 의사와 부모들의 야뇨증 치료에 대한 자세와 선호도 차이 발표자 : 우승효 (을지의대)

지정토론자 : 한상원 (연세의대), 이정원 (한림의대)

② 비만도, 비염, 축농증, 아데노이드와 배뇨질환과의 관계 발표자 : 김지홍 (연세의대)

지정토론자 : 박용훈 (영남의대), 정재용 (인제의대)

③ 소아배뇨장애 진단을 위한 설문지와 배뇨일지와의 일치도 발표자 : 이영숙 (성균관의대)

지정토론자 : 김경도 (중앙의대), 강주형 (을지의대)

④ Pharmacologic treatment for nonresponder to desmopressin for MNE 발표자 : 홍창희 (연대의대)

지정토론자 : 배기수 (아주의대), 장영섭 (건양의대)

2009년 제 2회 Enuresis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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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

•장소 : 속리산 STX 리조트

•학술대회 일정 

1:00-2:00 등 록 사회 : 학술이사 홍창희 교수

2:00-2:10 Opening remark 배기수 회장

1부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2:10-3:50 좌장 : 박용훈, 김경도 교수                                       

토론 - 11 문항

3:50-4:10 Coffee Break

2부 Non-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4:10-5:50 좌장 : 한상원, 배기수 교수

토론 - 11 문항

5:50 Closing remark
6:00 만찬

2010년 제 3회 Enuresis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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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6월 24~25일

•장소 : 휴러클리조트 크리스탈룸

•학술대회 일정 

8:00~9:40

1 부.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의 최신지견 좌장：박용훈 (영남의대) / 김건석 (울산의대)

1) Etiology and diagnosis of enuresis 신재일 (연세의대) 

2) Treatment of enuresis 오미미 (고려의대)

Pannel：홍창희 (연세의대), 류동수 (성균관의대), 조원열 (동아의대), 유창희 (한림의대)

3) Et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voiding dysfunction 임영재 (연세의대) 

4) Treatment of voiding dysfunction 박관진 (서울의대) 

Pannel：김준모 (순천향의대), 한창희 (가톨릭의대), 김지홍 (연세의대), 곽경원 (성균관의대)

9:40~11:00

2 부. Refractory enuresis case 좌장：한상원 (연세의대)

Refractory enuresis case 정재민 (고신의대) 

Pannel：박성찬 (울산의대), 백민기 (성균관의대), 장영섭 (건양의대), 박형근 (건국의대)

11:00~11:20 coffee break

11:20~12:20

3 부. 협연연구계획 발표 좌장：이상돈 (부산의대) / 김교순 (건국의대)

1) 야뇨증 환아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연구 조민현 (경북의대) 

Pannel：정재용 (인제의대), 서홍진 (가톨릭의대), 신주현 (충남의대), 김민선 (전북의대)

2)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octurnal Enuresis in Korea 박성찬 (울산의대) 

Pannel：박재신(대구가톨릭의대), 강주형(을지의대), 강정윤(을지의대), 박지민(강남병원)

2011년 제 4회 Enuresis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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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6월 9일 11:30 ~ 17:20

•장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학술대회 일정 

11:30~13:00 Lunch 
13:00~14:00 1부  

2010-2012 Update Journal Review ; Nocturnal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좌장 : 김건석 (울산의대), 하태선 (충북의대) 

13:00~13:20 Nocturnal Enuresis 박세진 (아주의대) 

13:20~13:40 Voiding Dysfunction 우승효 (을지의대) 

13:40~14:00 Discussion 

14:00~14:50 2부

Comparison of Effect of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ith Desmo-

pressin alone or Desmopressin plus Anticholinergic -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좌장 : 정재용 (인제의대), 남궁미경 (원주기독병원) 

14:00~14:20 [1]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Minirin vs Minirin+Anticholinergics [2] Study
Design/Questionnaire 백민기 (성균관의대) 

14:20~14:50 Discussion 한창희 (가톨릭의대) 박관진 (서울의대) 유창희 (한림의대) 이주훈 (서울의대) 

14:50~15:40 3부

Toilet Training Pattern Analysis in Korea Parent (한국 부모의 배뇨훈련에 대한 행태조사)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이상돈 (부산의대) 

14:50~15:00 [1] Toilet Training; at age of Initiation, Method, Parental Expectation 신재일 (연세의대) 

15:00~15:10 [2] Toilet Training and Incontinence/ Voiding Dysfunction in Children 임영재 (연세의대) 

15:10~15:20 [3] Study Design/Questionnaire 신재일 (연세의대) 

15:20~15:40 Discussion 류동수 (성균관의대) 오미미 (고려의대) 박지민 (강남병원) 박형근 (건국의대) 

15:40~16:00 coffee break

2012년 제 5회 Enuresis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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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4부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AB -

Retrospective

좌장 : 박재신 (대구가톨릭), 하일수 (서울의대)

16:00~16:20 [1] Anticholinergic Medication for OAB [2] Study Design/Questionnaire 박성찬 (울산의대) 

16:20~16:40 Discussion 이정원 (한림의대) 조원열 (동아의대) 홍창희 (연세의대) 김지홍 (연세의대) 

16:40~17:20 5부

야뇨증/배뇨장애 환자에 대한 의사진료행태 

좌장 : 서홍진 (가톨릭의대), 김교순 (건국의대) 

16:40~17:00 [1] Introduction [2] Study Design/Questionnaire 조민현 (경북의대) 

17:00~17:20 Discussion 정재민 (고신의대) 강주형 (을지의대) 장영섭 (건양의대) 김선옥 (전남의대)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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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토)12:00~17:40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

•학술대회 일정 

12:00-13:00 Lunch

13:00-13:40 1부 신인경성 방광의 진단과 치료 좌장 : 하대선 (충북의대)

13:00-13:40 신경인성 방광의 정의 및 분류 원주연세의대/남궁미경 

13:40-14:00 소아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과 치료 서울의대/박관진 

14:00-14:20 토의 (지정토론자:4명) 강주형/박지민/홍창희/홍영권 교수

14:20-15:40 2부 2-13년 협연연구 좌장 : 조민현 (경북의대)

14:20-14:40 과민성방광에서 항콜린제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적정사용기간 연세의대/임영재

14:40-15:00 단일증상성야뇨증 환아에서 수면 시간 후 첫 야뇨 시간이 야뇨경보기 성공에 영향을 미
치는가? 성균관의대/백민기 

15:00-15:20 척수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치료전후 배뇨장애 증상 변화 : 설분지
분석 울산의대/이주훈 

15:20-15:40 토의
15:40-16:00 휴식

16:00-17:40 3부 증례 토론 좌장 : 이상돈 회장, 김지홍 부회장

16:00-16:25 Case Ⅰ 성균관의대/조희연 

16:25-16:50 Case Ⅱ 부산의대/김성헌 

16:50-17:15 Case Ⅲ 고신의대/정재민

17:15-17:40 Case Ⅳ 인제의대/김성철

2013년 제 6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_ 53

학술 활동 연표

•일시 : 2014년 6월 27~18일

•장소 : 부여롯데리조트

•학술대회 일정 

8:00-8:30 등록

8:30-9:10 1부 강좌 ‘소아 배뇨장애 낱낱이 파헤치기’

좌장 : 인제의대 비뇨기과 정재용 교수, 동아의대 비뇨기과 조원열 교수

1. 방광요관역류 & 배뇨장애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정원 교수

2. 요로감염 & 배뇨장애 경희의대 비뇨기과 이동기 교수

3. Discussion

9:10-10:20 2부 특강 ‘코호트 연구 정복’

좌장 :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지홍 교수, 부산의대 비뇨기과 이상돈 교수

4. 코호트웹기반사업 임상연구관리 시스템 소개 국립보건연구원임상연구지원 최해림 선임연구원

5. 코호트 연구 설계 개요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최현진 교수

10:20-10:40 휴식

10:40-11:30 3부 2014년 협연연구 발표

좌장 : 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하태선 교수, 울산의대 비뇨기과 김건석 교수

11:30-13:00 4부 증례 토론 ‘소아 신장 및 방광 질환 증례’

좌장 :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박용훈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한상원 교수

증례 1  인제의대 비뇨기과 김성철 교수

증례 2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상택 교수

증례 3  울산의대 비뇨기과 송상훈 교수

13:00 폐회 및 점심

•MERS 사태로 취소됨

2014년 제 7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2015년 제 8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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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연구제목 책임연구자

2002
야뇨증 아동의 정서와 행동 발달상의 문제의 조사와 

치료후 변화
조수철(서울의대)

2005 일반의사들의 야뇨증에 대한 인식조사

2006

우리나라 도시지역 학동기 소아에서의 
배뇨 및 배변 습관에 대한 다기관 역학조사

이상돈(부산의대)

야뇨증 환아에서 치료제 (항이뇨호르몬제, 이미프라민제)가
수면 시 각성에 미치는 영향

-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 연구

김준모(순천향의대), 
조민현(경북의대)

난치성 야뇨증 환아에서desmopressin과 
furosemide의 병합요법

김홍식(충남의대), 
박혜원(포천중문의대)

야뇨증 배뇨일지 및 설문지 통일작업
홍창희(한림의대), 

박관현(성균관의대)

단일증상성 야뇨증의 일차치료로서 desmopressin과 
야뇨경보기 복합요법이 

psychologic effect에 미치는 영향

홍창희(한림의대), 
우승효(을지의대),
이정원(을지의대)

2008

야뇨증 환아에서 소변내로의 칼슘배설에 관한 연구 정우영(인제의대)

한국 소아에서 방광용적 김준모(순천향의대)

2009

5세 이상의 소아에서 유병질환에 따른 
야뇨증 및 배뇨이상 증상의 빈도 조사

김지홍(연세의대)

환아 부모와 의사의 야뇨증의 치료에 대한 자세 우승효, 강주형

협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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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연구제목 책임연구자

2009

항이뇨호르몬제 불응성-부분반응성 야뇨증에서의 약물요법
홍창희(연세의대), 

김준모(순천향의대)

야뇨증 환아에서 청소년기에서의 유병율 김준모(순천향의대)

2011

야뇨증환아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연구 조민현(경북의대)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nocturnal enuresis in Korea

박성찬(울산의대)

2012

Comparison of effect of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ith demopressin alone or desmopressin

plus anticholinergic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백민기(성균관의대)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AB - retrospective

박성찬(울산의대)

배뇨훈련과 관련된 설문 조사 신재일(연세의대)

야뇨증/배뇨장애 환자에 대한 의사진료행태 조민현(경북의대)

2013

과민성방광에서 항콜린제의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적정 사용 기간

임영재(연세의대)

단일증상성야뇨증 환아에서 야뇨경보기 성공에 미치는 인자
: 수면 시작 후 첫 야뇨시간이 야뇨경보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
백민기(성균관의대)

척수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배뇨 장애 증상 및 치료 전후의 
배뇨증상의 변화 : 설문지 분석

이주훈(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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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6월 15일-16일

•장소 : Granvia Hotel, Kyoto

•26명 참가, 전체 44연제 중 대한야뇨증학회에서 17연제를 발표함

•심포지엄 발표(5)

1. Outcome of Monotherapy for nocturnal enuresis-DDAVP, Imipramine
Kun Suk Kim
Department of U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2. Culture specificity of Voiding dysfunction in Korea
Sang Won Han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rological Science Institute

3. Enuresis Treatment in Korea
Yong Hoon Park
Department of Urology, Yo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4. The Value of alalm treatment in refractory enuresis
Kwan Hyun Park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5. Suprapubic Magnetic Stimulation: Long-term experience of new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re-
fractory nocturnal enuresis
Tack Lee, Hong-Jin Suh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and Department of
Ur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일반연제 발표(12)

1. URODYNAMIC STUDY IN NEUROLOFICALLY NORMAL CHILDREN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Kwan Hyun Park, Kung Won Kwak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2. VALUE OF VIDEO URODYNAMIC STUDY IN PATIENTS WITH ENURESIS
Hye_young Lee, Myung-joo Kim, Hyun-Min Choi, Young-soo Kim, Sang-won Han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rological Science Institute

3. EFFECT OF SCHOOL ENVIRONMENT ON VOIDING OR DEFECARION HABITS IN 5-13 YEAR OLD
KOREAN CHILDREN: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제 1회 한일 공동 국제 야뇨증학회

한일야뇨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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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ng Kim, Snag Don Lee, Sae min chung, Su yung kim, Yong hoon park, Won yeol cho, kwan
hyun park, kee su bae, kun suk kim, sangwon han, tae sun ha, jung won lee, dong il kang, ong jin
suh, du geon moon, han gwun kim, dong deuk, kwon, namgung mi gyeong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 Korea

4. EPIDEMIOLOGICAL STUDY OF NOCTURNAL ENURESIS IN KOREAN CHILDREN AND ADULTS
Kyung do kim,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5. CLINICAL INCONSISTENCY OF THE LOWER URINART TRACT SYMPTOMS VETWEEN QUESTION-
NARIRE AND BLADDER DIARY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Kwan hyun park, kyung won kwak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6. A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OF EFFECT OF IMIPRAMINE AND DESMOPRESSIN ON
THE AROUSABILITY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A PRELIMINART REPORT
Jun-mo kim, young-sik kim, kwan-hyun park, jae-yong chung, sang-don lee, mi-kyung namgoong,
seung-joo lee, yong-hoon park,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
Department of 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ilsan hospital, ilsna, sungkyunkwang university,
inje university, seoul, busan university, busan, the department of pedicatrics, yonsei university wonju, ewha
university, seoul, yo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7. CAN WE IMPROVE CURE RATE BY GRADUAL REDUCTION OF DOSAGE IN PATIENTS WITH
PROMARY NOCTURNAL ENURESIS AFTER PHARMACOTHERAPY?
Sungchan park, M.D, Kyung hyun moon M.D., Kun suk kim, M.D
Department of Urology,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 sungnam and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hospital, ulsan and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8. THE RELATION BETWEEN THE AROUSAL RESPONSE TO ENURESIS ALARM AND THE INTERVAL
TO FIRST EPISODE OF WETTING AFTER FALLING ASLEEP IN NOCURNAL ENURESIS
Woo seung hyo, kim hong sik
Department of Urology, eulji university and ch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9. EFFECTIVENESS OF TWO SPOTS ENURETIC VOIDINGDIART ON THE TREAATMENT OF NOC-
TURNAL ENURESIS
Oh mm, jin mh, bae jh, kim jj, moon DG
Department of Urology, kore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10. EXTRACORPOREAL MAGNETIC INNERVATION THERAPY IN CHILDREN WITH REFRACTORY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Oh mm, jin mh, bae jh, kim jj, moon DG
Department of Urology, kore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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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EVALENCE AND RIKS FACTORS OF OVERACTIVE BLADDER IN 5-13 YEAR OLD KOREAN
CHLDREN: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Du geon moon, sang don lee, jae min chung, su yung kim, yong hoon park, won yeol cho, kwan
hyun park, kee su bae, kun suk kim, sang won han, tae sun ha, hong jin suh, jung won lee, dong
il kang, han gwun kim, dong deuk kwon, namgung mi gyeong,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 Korea

12. URODYNAMIC STUDY IN CHILDREN WITH NON-MONOSYMPTOMATIC OR MEDICATION-RE-
SISTANT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AND THEIR SUVSEQUENT TREAT-
MENT
Kwanhyun park, kyung won kwak,
Department of Urology, san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o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일본 오사카 HOTEL KEIHAN Universal Tower

•26명 참가, 전체 44연제 중 대한야뇨증학회에서 17연제를 발표함

•좌장 : 박용훈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조민현 (경북의대 소아청소년과)

김경도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지홍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상돈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정우영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재신 (대구카톨릭병원 비뇨기과)

서홍진 (가톨릭인천성모병원 비뇨기과)

류동수 (삼성창원병원 비뇨기과)

•일반연제 발표(11)

1. Parent and physician perspectives on the treatment of primary nocturnal enuresis in Korea
Jun-Mo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cheon)

2. The difference of bladder sense in pediatric voiding dysfunction
Young Jae Im (Department of Urology, Urologic Scienc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제 2회 한일 야뇨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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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 연표

3. Toilet training patterns and voiding dysfunction in Korean Children:A Multicenter Study
Jae Il Shin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4. The Role of Urodynamic Study in Nocturnal Enuresis: Urodynamic Findings and Treatment Out-
come Correlation in Children with Severe Non-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Dong Soo Ryu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Changwon Hospital)

5. The Role of Urodynamic Study in Nocturnal Enuresis: Urodynamic Findings and Treatment Out-
come Correlation in Children with Pharmacotherapy Resistant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Dong Soo Ryu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Changwon Hospital)

6. Personalized treatment according to urodynamics and voiding cystourethrography findings in chil-
dren with refractory enuresis
Jae Min Chung (Department of Urology,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7. Urinary Calcium Excretion in Children with Primary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oo Yeong Chung (Department of Pediatrics, B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8. How Long Should We Continue Enuresis Alarm Treatment in Children with Nocturnal Enuresis?
Dong-Gi Lee (Department of Urolog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9. Desmopressin alone versus desmopressin and anticholinergics in the first-line treatment of primary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a multicenter study
Se Jin Park (Department of Pediatrics, Ajou University Hospital,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10.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veractive
bladder: multi-center analysis
Sungchan Park (Department of Urology,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11. Effectiveness of adenotonsillectomy in the resolution of nocturnal enuresis on children with sleep
disordered breathing.
Sungchan Park (Department of Urology,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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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이사진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차 상임이사회 및 신년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차 상임이사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3차 상임이사회
-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 제 2차 한일야뇨증학술대회
-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2013 소아배뇨장애 야뇨증학회 이사진 명단

직  책 성  명 전공과목 소  속
회장 이상돈 비뇨기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회장 김지홍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총무 박관진 비뇨기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부총무 신재일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학술 조민현 소아청소년과 경북대학교병원

부학술 정재민 비뇨기과 고신대학교병원
간행 이정원 소아청소년과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부간행 오미미 비뇨기과 고대대학교구로병원
정보 강주형 소아청소년과 을지의대, 둔산을지병원
홍보 김선옥 비뇨기과 전남대학교병원
협연 백민기 비뇨기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부협연 임영재 비뇨기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부협연 박성찬 비뇨기과 울산대학교병원
부협연 이주훈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부협연 박세진 소아청소년과 아주대학교병원
재무 서홍진 비뇨기과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일반 남궁미경 소아청소년과 원주기독병원
일반 김준모 비뇨기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일반 조원열 비뇨기과 동아대학교
일반 류동수 비뇨기과 삼성창원병원
일반 한창희 비뇨기과 가톨릭의대 
일반 이택 비뇨기과 인하대학교병원

대외협력 홍창희 비뇨기과 연세대학교 강동세브란스병원
부대외협력 박형근 비뇨기과 건국대학교병원
부대외협력 우승효 비뇨기과 을지의대, 둔산을지병원
부대외협력 박지민 소아청소년과 강남병원

감사 이승주 소아청소년과 이화의대
고문 조수철 소아청소년과 서울대학교병원
고문 김경도 비뇨기과 중앙대학교병원
고문 박용훈 소아청소년과 영남대학교병원
고문 한상원 비뇨기과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고문 배기수 소아청소년과 아주대학교병원
고문 정우영 소아청소년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문 하일수 소아청소년과 서울대학교병원
고문 하태선 소아청소년과 충북대학교병원
고문 김건석 비뇨기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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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4일 (07:30 PM-10:00 PM)

•장소 : 밀레니엄힐튼호텔

•참석자 : (가나다순, 존칭생략) 강주형, 김선옥, 김준모, 김지홍, 박관진, 박세진, 박형근, 백민기, 서홍진, 이상돈, 

이정원, 이주훈, 임영재, 조민현, 정재민

1) 학술위원회 (조민현)

위원 : 정재민, 김성철, 이동기, 조희연, 박세진

1. EEM 진행계획   
- 한일소아야뇨증학회와 별도로 운영 

(1) 진행될 협연에 대한 발표 

2. 한일 소아야뇨증학술대회
일시/장소 : 6월 22일/오사카
지난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3분 (김준모, 임영재, 박성찬)이 상금을 6월 한일 야뇨증학회의 학회지원
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학회에 기부함  

3. 정기학술대회 
장소 :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2) 협연위원회 (백민기)

협연위원 : 이주훈, 박성찬, 임영재, 박세진

연구제목 

Comparison of effect of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ith desmopressin alone or desmo-
pressin plus anticholinergics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AB - retrospective  

한국 소아의 대소변 가리기 패턴과 부모인식 조사 

야뇨증/배뇨장애 환자에 대한 의사진료행태 

- 현재의 협연연구의 한계점 지적 : 낮은 협조율, 연구비 제한으로 인한 설문지 및 다기관 survey 위주
연구에 편중 

- 잠정 신규 연구 계획

(1) 척수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배뇨 장애 증상 및 치료 전후의 요역동학적 검사

(2) 야뇨경보기 치료에 대한 연구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차 상임이사회 및 신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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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 연구 : 설문지, scoring system

(4) 성인야뇨증의 빈도 조사 

3) 대외협력위원회 (홍창희) 

위원 : 박지민, 박형근, 우승효  

- 대국민 강좌

- 개원의 연수강좌
기존의 정기학술대회에 분리하여 시행 고려

- 학회의 공식학술지로 결정된 INJ에 학회교섭창구로서 작용할 예정 

4) 간행위원회 (이정원)

위원 : 오미미

- 진행중인 소아배뇨장애 진료 지침서 진행 예정 

- 대국민 계몽 소책자 (외래에서 보호자 교육 또는 홍보효과를 위한) 제작 사업 

- 만화의 형태로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고려

5) 정보위원회 (강주형) 

- 홈페이지 개선사업 진행하기로 함 : 기존 홈페이지대신에 새로운 환경구축 

6) 홍보위원회 (김선옥) 

- 협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는 형식을 갖는 홍보가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 홍보가
가능할 것임

- 학회 단위의 소식지 (PDF 형식의 뉴스레터)를 학기 별로 제작하기로 함

- 학회 역사자료의 축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함 

7) 총무위원회 (박관진)

부총무 : 신재일 교수 

주요사업 : 젊은 회원들을 발굴하여 위원회 적극 배치
학회 등록 및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특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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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6일 (07:00 PM-9:00 PM)

•장소 : 일레니움힐튼호텔, 타이판

•참석자 : (존칭생략) 김지홍, 박관진, 서홍진, 이상돈, 이정원, 조민현, 홍창희, 신재일, 정재민

각 위원회 별 보고 사항 및 토의 안건

1) EEM 강의 구성에 대한 토의  

2) 협연연구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함

3) 제2회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야뇨증학회의 진행상황과 학회 홈페이지 공고 하기로 함

4) 대국민 홍보 책자 제작에 관하여 아직 삽화 제작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만화제작을 하실 수 있는 
교수님과 접촉하고자 노력 중이며 원고 수집을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

5) 홈페이지 개선사업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기존 홈페이지대신에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기로 함 

6) 6개월에 한번 newsletter PDF 작성하여 online 으로 회원님들께 배포할 예정

7) 15세 이하의 소아 신경인성방광 환아에서 자가도뇨용 요도카테터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됨

•일시 : 2013년 5월 11일 (토)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

- 이번 EEM에서는 신경인성방광에 전반적인 토의와

향후 진행될 협연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차 상임이사회

2013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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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 (토)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

소아 배뇨장애 지침서

I. 소아 배뇨의 발달 (울산의대 이주훈) 

II. 하부요로계의 증상과 기전 (성균관의대 백민기)  

III. 변비 (한림의대 이정원)  

IV. 소아 배뇨장애의 진단 (을지의대 우승효)

[1] 병력 청취 문진, 배뇨 설문지
[2] 배뇨일지
[3] 신체검사
[4] 검사실 검사
[5] 영상의학적 검사
[6] 요류검사
[7] 요역동학 검사

V. 다양한 소아배뇨 질환 (고신의대 정재민)

[1] 야뇨증 (nocturnal enuresis) 
[2] 과민성방광 (overactive bladder) 
[3] 배뇨지연 (voiding postponement) 
[4] 저활동성 방광 (underactive bladder) 
[5] 기능장애성배뇨 (dysfunctional voiding)
[6] 폐색 (obstruction) 
[7] 복합성 요실금 (stress incontinence)
[8] 질역류 (vaginal reflux) 
[9] 웃음 요실금 (giggle incontinence) 
[10] 신경인성 방광 (neurogenic bladder) 
[11] 동반질환 (cormorbidity); UTI, VUR, ADHD.

VI. 소아 배뇨장애의 치료 (연세의대 임영재)

[1] 약물 치료 변비치료 포함 
[2] 수술적 치료 
[3] 배뇨치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3차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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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22일 (토)

•장소 : HOTEL KEIHAN Universal Tower, 오사카, 일본

•참석자 : 이상돈, 조원열, 김경도, 박재신, 서홍진, 김지홍, 조민현, 박용훈 외 11명 (총 19명)

- 야뇨증 환아에 대한 앙케이트, 질환 모니터링,
하부요로증상, 주간 요실금 섹션과 함께 알람
치료, 항콜린제 사용, 증례토론 및 패널토론이
두 개의 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활발한 토론
이 있었음

- 카네코 일본야뇨증학회 회장과 한일야뇨증학
술대회와 관련하여 논의한 함

< 한일야뇨증 공동학술대회 양국 협의사항 > 

- 3년마다 각국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 일본에서 개최되는 해는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는 12월에 각 학회의 annual congress와 같이 개
최한다. 

- 각 국에서 최소 20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다.

•향후 학회일정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일시 : 2013년 12월 14일 (토)
•장소 :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공지사항

- 개인 정보 업데이트

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주소가 바뀌거나 메일 주소가 바뀌어서 학회 관련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뉴스레터 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향후 학회 발자취를 기록하고 회원간 유용한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및 학회 회원
님께서는 관련 자료들을 홍보이사님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 2회 한일야뇨증학술대회

향후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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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2013-2)

발행일
2013. 12. 30

•Contents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이사진
- 회장님 인사말씀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4차 상임이사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5차 상임이사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 소아 배뇨장애 지침서
-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2014 소아배뇨장애 야뇨증학회 이사진 명단

직  책 성  명 전공과목 소  속
회장 김지홍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총무 박관진 비뇨기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부총무 신재일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학술 조민현 소아청소년과 경북대학교병원

부학술 정재민 비뇨기과 고신대학교병원
간행 이정원 소아청소년과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부간행 오미미 비뇨기과 고대대학교구로병원
정보 강주형 소아청소년과 을지의대, 둔산을지병원
홍보 김선옥 비뇨기과 전남대학교병원
협연 백민기 비뇨기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부협연 임영재 비뇨기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부협연 박성찬 비뇨기과 울산대학교병원
부협연 이주훈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부협연 박세진 소아청소년과 아주대학교병원
재무 서홍진 비뇨기과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일반 남궁미경 소아청소년과 원주기독병원
일반 김준모 비뇨기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일반 조원열 비뇨기과 동아대학교
일반 류동수 비뇨기과 삼성창원병원
일반 한창희 비뇨기과 가톨릭의대 
일반 이    택 비뇨기과 인하대학교병원

대외협력 홍창희 비뇨기과 연세대학교 강동세브란스병원
부대외협력 박형근 비뇨기과 건국대학교병원
부대외협력 우승효 비뇨기과 을지의대, 둔산을지병원
부대외협력 박지민 소아청소년과 강남병원

감사 이승주 소아청소년과 이화의대
고문 조수철 소아청소년과 서울대학교병원
고문 김경도 비뇨기과 중앙대학교병원
고문 박용훈 소아청소년과 영남대학교병원
고문 한상원 비뇨기과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고문 배기수 소아청소년과 아주대학교병원
고문 정우영 소아청소년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문 하일수 소아청소년과 서울대학교병원
고문 하태선 소아청소년과 충북대학교병원
고문 김건석 비뇨기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고문 이상돈 비뇨기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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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학회장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상돈

•2014 학회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홍

•일시 : 2013년 9월 11일 (19:00)

•장소 : 밀레니엄힐튼호텔, 타이판

1. 학술이사가 상정한 추계학술대회 진행계획에 대한 토의 

2. 간행이사가 상정한 소아배뇨장애지침서에 관한 토의

3. 정보이사주도로 홈페이지 자료확보- 각 (상임)이사께 기고문을 부탁하여 일반인 및 회원 공간에 
올리고 자료를 업데이트 하기로 함

특히 배뇨장애 분야의 자료가 부족하여 배뇨장애 지침서의 저자들에게 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요청

4. 홈페이지 기명 회원 (약 177명)에 대한 조사 시행함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약 68명으로 추산됨
향후 연회비 납부 종용과 정회원증 발급에 대해서 논의함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장소 : 부산대학교병원 인근, 초심 한우정

< 토의 안건 >

1. 회장 임기를 2010년 총회에서 결정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진은 2년 이상 동일 회무를 맡지 않는다.

-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회장의 연배가 급속히 낮아질 가능성 높음 

- 다양한 의견이 있어 회의 내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함

2. 젊은 회원 특히 소아신장분야의 회원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하기로 함

회장님 인사 말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4차 상임이사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5차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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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장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하1층 새싹홀)

- 이번 행사에서는 12개의 연제 발표가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연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소아에서의 수면과 수면장애, 배뇨장애를 보이는 소아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경북의
대 권태환교수의 야뇨증과 신장의 수분채널인 아쿠아포린-2에 대한 특강 및 야뇨증 치료에서 Oral
desmopressin lyophilisate (MELT)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4개의 증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현재 간행이사인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정원 교수가 소아배뇨장애 지침서를
발간한 공로로 학회에서 상을 수여하였다.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소아배뇨장애 지침서를 무료로 배포
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상돈 회장님이 2013년 학회 회장직 회기를 마치
게 되어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홍 교수가 차기 회장직을
이어 받아 수행하게 된다.

제 9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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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아 배뇨의 발달 (울산의대 이주훈) 

II. 하부요로계의 증상과 기전 (성균관의대 백민기) 

III. 변비 (한림의대 이정원) 

IV. 소아 배뇨장애의 진단? (을지의대 우승효)

V. 다양한 소아배뇨 질환? (고신의대 정재민)

VI. 소아 배뇨장애의 치료 (연세의대 임영재)

•감수위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용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서홍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하태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김건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조민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상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지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한상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박관진

•향후 학회일정

- 2014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이 5월 중 예정

•공지사항

- 개인 정보 업데이트
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주소가 바뀌거나 메일 주소가 바뀌어서 학회 관련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다양한 질환 소개와 학회 관련 일정 등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있
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뉴스레터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향후 학회 발자취를 기록하고 회원간 유용한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및 학회 회원
님께서는 관련 자료들을 홍보이사님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아 배뇨장애 지침서

향후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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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차 상임이사회 및 신년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차 상임이사회
-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일시 :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만복림 (서울역 STX 남산타워 아케이드)

•일시 : 2014년 6월 27일

•장소 : 충청남도 부여 서동한우

각 위원회 별 보고 사항 및 토의 안건  

< 총무이사 박관진 >

(1) 결원이사 충원에 대한 승인  

- 조민현, 강주형 상임이사는 이사회일을 쉬기로 하여 학술이사/정보이사는 정재민/박성찬 이사가 승
계한다 

- 백민기 협연이사도 이사직은 유지하되 상임이사직은 연수로 인해 면하기를 원하여 이주훈 부협연
이사가 승계함 

- 추가 이사 3인을 선발하다 
조희연 성균관의대 교수, 송상훈 울산대의대 교수, 김성철 인제의대 교수

(2) 학회 기념 행사 진행에 관한 토의 

- 야뇨증연구회(창립 1999년 11월 26일)로 시작하면 2014년 11월이 15년

- 야뇨증학회 (창립 2005년 12월 10일)로 시작하면 2015년 12월이 10년이 되어 내년회장에게 10주년
행사 진행여부에 대한 전권을 위임 함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차 상임이사회 및 신년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차 상임이사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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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이사 정재민 >

(1) 학술위원회 개최

- 1차 : 2014년 2월 19일 서울역 티원-EEM 준비
- 2차 : 2014년 7월경 예정 서울역 티원-추계학술대회 준비

(2) 제 7회 EEM (2014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 장소 : 부여 롯데리조트

< 협연이사 이주훈 >

I. 2012년 협연연구

1) Comparison of effect of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with demopressin
alone or desmopressin plus anticholinergic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PI 백민기)
- Accept : Pediatric Nephrology

2) Retrospective analysis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nticholinergics in children with OAB - retro-
spective (PI 박성찬, 이정원)
- Submission : Urology

3) 한국 소아의 대소변 가리기 패턴과 부모인식 조사 (PI 신재일, 임영재)
- 수집된 데이터 : 야뇨증 80명, OAB 41명, 정상소아 86명
- 데이터 추가되어 수정, 논문 작성 중

4) 야뇨증/배뇨장애 환자에 대한 의사진료행태 (PI 조민현, 정재민)
-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 논문 투고 예정

II. 2013년 협연연구

1) 과민성방광에서 항콜린제의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적정 사용 기간 (PI 임영재)
후향적 분석 완료됨 (53명)
-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및 KUA 발표예정. 전향적 연구는 식약처 허가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어, 다기관 후향적연구로 계획서 변경 중

2) 단일증상성야뇨증 환아에서 야뇨경보기 성공에 미치는 인자: 수면 시작 후 첫 야뇨시간이 야뇨경
보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 (PI 백민기)
- 70명 후향적 분석 진행 중

3) 척수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배뇨 장애 증상 및 치료 전후의 배뇨증상의 변화
: 설문지 분석 (PI 이주훈)
- 설문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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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이사 이정원 >

수신증 (Hydronephrosis) 과 방광요관역류 (vesicoureteral reflux) 의 검사시기, 예방적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과 소아신장/ 소아비뇨기의사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한 guideline 을 계획 중

< 홍보이사 김선옥 >

1) Newsletter 제작하여 학회 소식을 학회 회원과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회원에게 전달함
- 2013년 12월에 제 2호를 제작하여 메일 발송함
- 2014년 제 3호 제작 발송할 예정

< 안건 토의 >

1)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일정 

•일시 : 2014년 12월 13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 공석중인 부회장 선임의 건 
- 김준모이사의 부회장 임명을 고려하였으나 연수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로 인해 회무처리가 어려워
성균관의대 류동수 교수로 선임을 제안함

•일시 : 2014년 6월 28일 (토)

•장소 : 부여 롯데리조트

•프로그램

8:00-8:30 등록

8:30-9:10 (40분) 1부 강좌 ‘소아 배뇨장애 낱낱이 파헤치기’좌장 인제의대 비뇨기과  정재용 교수
동아의대 비뇨기과  조원열 교수

(15분) 방광요관역류 & 배뇨장애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정원 교수
(15분) 요로감염 & 배뇨장애 경희의대 비뇨기과 이동기 교수
(10분) Discussion 

9:10-10:20 (70분) 2부 특강 ‘코호트 연구 정복’ 좌장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지홍 교수
부산의대 비뇨기과         이상돈 교수

(35분) 코호트웹기반사업 임상연구관리 시스템 소개
국립보건연구원임상연구지원 최해림 선임연구원

2014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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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코호트 연구 설계 개요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최현진 교수
10:20-10:40 (20분) 휴식

10:40-11:30 (50분) 3부 2014년 협연연구 발표 좌장 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하태선 교수
울산의대 비뇨기과  김건석 교수

(연구당 20분)

11:30-13:00 (90분) 4부 증례 토론 ‘소아 신장 및 방광 질환 증례’
좌장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박용훈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한상원 교수

(30분) 증례 1  인제의대 비뇨기과  김성철 교수
(30분) 증례 2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상택 교수
(30분) 증례 3  울산의대 비뇨기과  송상훈 교수

13:00 폐회 및 점심 

•향후 학회일정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12월 13일 (토)
-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공지사항

- 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의 공식 영문 저널인 INJ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가 이번에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에 등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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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2014-2)

발행일
2014. 12. 30

•Contents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3차 상임이사회  
-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스퀘어 빌딩, 루싱

1. 학회 주도 코호트 연구 진행 상황 점검

1) 소아배뇨장애야뇨증 학회에서는 관련 질병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담당하고 진행하기 위해 질병관
리본부측에서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음 

2)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교육에 대한 신청을 하여 학회 관련자와 연구간호사가 참여하기로 의견
을 모음

2. 학회 학술연구 장려상 선정 기준 수립

1) 2015년부터 페링에서 enuresis spring school (덴마크 페링 본사에서 진행되고 야뇨증 연구의 선도
적 그룹인 Ghent univ. & Aahrus univ. 연구진이 교육)에 참여할 학회 관련 회원 2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함

2) 이에 따라 학회 연구에 기여한 2인의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기로 함

3) 학회의 학술연구 장려상 선정 기준 마련에 대하여,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방식보다는 학회
발표 우수초록에 대한 1편 수여와 협연연구에 성실히 참여하는 1인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시상하
는 방식을 고려하기로 함 

3. 학회 회원 관리 규정 

1) 회원 정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2) 학회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회칙 마련하기로 함 

3) 정기학술대회 참석 여부의 기준 적용 등, 준회원과 일반회원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해 토의함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상임이사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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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1월 13일 (토요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 이번 학술대회는 요로 기능의 Circadian Rhythms과 Aquaporin을 주제로 배뇨관련 기능의 기본적인 병
태생리를 되집어 공부할 수 있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 소아과와 소아비뇨기과 실제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임상분야에서 가장 자주 거
론되는 변비와 UDS에 대한 기초 강좌를 마련하여 Back to the basic 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서울대 병원 강민용선생님이 우수연제 발표상을 받았습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김지홍 회장님이 2014년 학회 회장직 회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패를 전달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창원병원 비뇨기과 류동수 교수가 차기 회장직을 이어 받
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10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향후 학회일정

- 2015 Enuresis and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이 예정되 있습니다.

•공지사항

- 개인 정보 업데이트
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주소가 바뀌거나 메일 주소가 바뀌어서 학회 관련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다양한 질환 소개와 학회 관련 일정 등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있
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향후 학회일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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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탓에 야뇨증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다. 2001년 - 2002년의 일이었다.

이 모임이 후에 야뇨증 학회로 명칭이 바뀌고, 2010년부터는 소아배뇨야뇨증학회가 되

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 야뇨증 연구회 시절 김경도, 박용훈, 한상원, 배기수 교수님 등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

다. 이분들께서 후에 야뇨증 학회로 발전이 되면서 회장직을 맡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라 하겠다. 후임 회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다. 

야뇨증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들(비뇨기과, 소아과 등)과의 입장이 상당히 다

른 듯하다.

소아정신과에서는 기능성 야뇨증(functional enuresis)은 소아기의 흔한 정신장애 중의 하나

로서, 5세된 남아의 약 5%, 여아의 약 3%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야뇨증

의 공식적인 진단기준은 최소한 만 5세는 되어야 하며, 횟수는 1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을 적

어도 3개월 이상은 계속되어야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만 5세 이전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만 5세가 지났더라도 수개월에 한 번 정

도 어쩌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야뇨증은 밤에 자

다가 소변을 싸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정확하게 기술한다면 야간성 유뇨증(nocturnal enuresis)

이며, 낮잠을 자다가 싸는 수도 있고(주간성 유뇨증, diurnal enuresis), 야뇨증과 주간성 유뇨증

이 한 아동에게서 모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enuresis는 “유뇨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

장 적합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야뇨증은 일차성과 일차성 야뇨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차성 야뇨증은 태어나서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차성 야뇨증은 일단 어느 시점에서 소변을

가리다가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동들을 이른다. 정의상

으로는 이차성 야뇨증은 소변을 정확하게 가렸던 기간이 적어도 1년은 경과되어야 한다. 일차

성 야뇨증의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으나, 이차성 야뇨증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야뇨증의 약 80%가 일차성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이차성 야뇨증으로 알

려져 있다.

역학은 종족에 따른 유병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아에서 더

조 수 철 제1대 한국야뇨증연구회 회장┃서울의대 명예교수┃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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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 5세된 남아에서 약 5%, 여아에서 약 3%의 유병율을 가지며, 만 10세

에서는 남아가 약 3%, 여아가 약 2%의 유병율을 나타낸다. 18세경에서는 남자는 약 1%의 유병율을 가지나, 여

자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차성 야뇨증은 대개 5-8세경에 발병된다. 오줌을 싸는 시간에 따

라서 야간성, 주간성 또는 주·야간성의 세 아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 야뇨증의 약 80%가 야간성이며,

15%정도가 주간성, 나머지 5%정도가 주·야간성 야뇨증으로 알려져 있다.                             

야뇨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추정되는 원인들은 1) 유전적인 요인

(genetic factor), 2) 수면장애로서의 야뇨증. 3) 발달지연(developmental delay), 4)  사회문화적인 요인(socio-

cultural factor), 5) 정신사회적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or)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비뇨기과 또는 소아

과에서 주장하는 원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변을 잘 가리던 아동이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함한 후에 다시 소변을 싸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

며, 이것은 대개 이차성 야뇨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흔한 스트레스의 종류로는 동생이 태어난다거나, 유치원

이나, 학교의 입학, 이사, 친구들과의 갈등, 부모로부터의 격리(이혼, 부모의 죽음, 여행등), 부모로부터의 벌,

입원, 수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다. 특히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는 가장 흔한 스트레스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야뇨증상이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원인이야 무엇이던지 간에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medical treatment와 psychosocial treatment를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episode가 생각난다. 연구회 주최로 외국 강사들을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

었다. 그런데 참석해보니 모두 소아과와 비뇨기과 학자들이었다. 다소 서운한 기분이 들어 다음번 개최할 때

에는 소아정신과 학자도 함께 초빙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하여 후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정신과 학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의의 내용을 들어보니 소아정신과 입장에서의 내용은 거의 없

고 유럽에서는 소아정신과 보다는 소아과나 비뇨기과에서 주로 야뇨증 환자들을 다룬다는 내용이었다. 참으

로 황당하였으나 유럽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였다.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개최된 야뇨증 심포지엄은 참으로 기억에 남는다. 말라가는 스페인의 남부에 위치하

고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다. 일부 회원은 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시내 관광을 하였다, 말

라가는 뜻밖에도  피카소가 태어난 도시였다. 생가가 기념관으로 잘 꾸며져 있었으며, 근처에 피카소 기념관

이 있었다. 피카소의 절친한 친구 카사게마스의 자살로 우울한 상태에서 화가생활을 하던 청색시대(1901-

1904)의 작품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피카소 기념관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뛰어난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의 비교적 유명한 미술선생이었으며 피카소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라

는 설명이 머리에 남는다. 

말라가에서 바르셀로나를 거쳐 귀국하였다.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피카소를 만났고,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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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뛰어난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1852년 남부 카탈루냐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1878년 약관 26세로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독특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구엘이

최대의 스폰서가 된다.1883년 31세의 나이로 그 유명한 수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 공사의 총책임자에

임명된다.이 후 이 성당안에서 살면서 공사를 감독하다가 1926년 이 성당 바로 앞길에서 전차에 치여 사망한

다. 그의 작품 구엘저택, 구엘공원 등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

인가?

학문적 체험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귀한 경험이었다. 

향후에도 소아배뇨야뇨증학회가 학문적인 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진정한 통

섭적인 학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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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UCSD에서 1년간 소아비뇨기과를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소아병원에 근무하시는 초대해 주신 Dr.

George W. Kaplan의 개인병원을 방문해서 외래 환자를 보는 것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소아비

뇨기과 환자 중 많은 어린이들이 야뇨증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의 실정으로는 야뇨

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야뇨증에 관해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저와 연세대 한상원교수, 서울대 김광명교수(이상 비뇨기과), 서울대 조수철교수, 중

앙대 이영식교수(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영남대 박용훈교수(소아청소년과) 등이 모여서 야뇨

증연구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연구회로 시작해서 발전시킨 후 학회로 만들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학회로 만들

어서 학회장을 뽑자는 의견의 대립이 생겨서 일부 교수는 탈퇴를 하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남아

서 연구회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서울대 조수철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당시 야뇨증과 정신과적 문제에 대

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하시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수철 교수님께서 초기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셨고 제가 2대 회장으로 2003-2004년까지 2년

간 봉사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일하면서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야

뇨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 초창기에는 비뇨기과와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질적인 면을 어떻

게 하면 잘 조화시켜서 3개의 과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야뇨증에 대해서 연구하

고 발전시키는 것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뇨기과에는 방광기능검사라는 특별한 검사 도구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지만 소아과나 정신과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도구가 없어서 체계적

인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소아과의 박용훈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회에서 활동을 해 주셔서 현재 많은 소아과 선생님들이 회원으

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정신과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야뇨증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

김 경 도 제2대 한국야뇨증연구회 회장┃중앙의대 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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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역할이 축소되어 현재는 정신과를 전공하시는 회원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됩니

다.

1대에서 2대 회장까지는 야뇨증연구회로서 인원을 모으고 내부 분위기를 잘 다져서 화합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3대 박용훈 교수님이 회장을 하시면서 연구회를 학회롤 발전시키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회원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시는 능력으로 우리 학회를 크게 발전시키신 분이셨습

니다.

4대 한상원 교수가 회장이 된 후로 야뇨증 학회를 연구를 하는 학회, 진정한 학술적인 학회로 만들었습니

다. 원래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항상 남들이 생각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분으로 우리 야뇨증학회를 연

구하는 학회로 튼튼히 만든 공로를 모두들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소아과의 배기수 교수님께서 회장을 하시면서 비뇨기과와 소아과 회원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통하

면서 지낼 수 있는 좋은 화합의 장으로 만드셔서 이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공하는 과는 틀리지만 서로 어색

함이나 부담감 없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학회로 다져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의 회장님들은 비뇨기과와 소아과 선생님들이 번갈아 맏으시면서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면

서 지금의 소아배뇨야뇨증학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학회를 생각하면 제가 창립 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고문

으로 있으면서 별로 기여를 못하고 학회에 참석해서 밥만 축내고 있지만 그래도 힘이 될 때까지는 우리 학회

행사에 참석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회장님을 도와서 모두 열심히 활동해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야뇨증에 관한 학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학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페링제약 황상섭 사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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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한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를

뒤돌아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소아비뇨기과와 소아신장과가 ‘야뇨증연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진정을 다

하여 뼈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전공을 하는 선생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모임

을 꾸려갈 수 있었든 것은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큰 것이 중요하였습니

다. 

처음의 ‘야뇨증연구회’가 ‘야뇨증학회’로 발전하고, 근자에는 우리 회원들의 바램으로 ‘소

아배뇨야뇨증학회’로 적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 학회의 생동력을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회원들의 변함없는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한 열정과 끊임없는 학문에

대한 추구와 학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소아배뇨야뇨증학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박 용 훈 제3대 대한야뇨증학회 회장┃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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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년전 일이라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김지홍 교수가 제공해준 회의록을 보면서

추억 겸 에피소드를 다시 뇌의 어디엔가 있을 창고에서 애쓰며 꺼내어 본다. 연구회 창

립 때부터 조수철, 김광명, 김경도, 박용훈 교수와 함께 창립멤버였던 터라 연구회던 학회던 건

강하고 오래도록 발전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다학제 학술모임은 단일 분

야 학회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여기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회장이 되면 꿈

꾸던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욕은 충만했었다. 지나고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회장 취임 당시에는 회장 임기가 2년이었으나 회칙을 스스로 바꾸면서 역설적으로 나 스스

로는 1년 반의 임기만을 수행하였다. 회장 취임 당시 가장 먼저 할 일은 함께 일할 상임이사진

을 구성하는 것 이었으며 이에 대한 의논은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아주대 배기수(소아

과) 부회장, 그리고 나와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비뇨기과 홍창희 교수와 주로 하였다. 가장 큰

고민은 학회를 이끌고 갈 총무이사 선임이었고 비뇨기과와 소아과 중 선택을 해야 했다. 결국

강남세브란스 소아과 김지홍 교수께 강권하다시피 하여 총무이사로 모셨고 능력도 탁월하시

지만 회장과 다른 소아과 분야라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한림대 소아과 이정원, 순천향

비뇨기과 김준모 교수를 부총무로 임명하여 보직경험을 쌓게 하였다. 총무를 소아과로 정한 만

큼 학술이사는 부산대 비뇨기괴 이상돈 교수께 맡겼고, 중요하지 않은 이사 보직이 없겠으나

다학제 학회이기에  협연이사의 선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였으며 숙고 끝에 개인 연구로 바

쁘시다는 인제의대 소아과 정우영 교수께 끝까지 졸라서 협연이사의 중책을 부탁하였다. 그리

고 재무이사에는 카톨릭의대 비뇨기과 서홍진 교수, 홍보이사 전남대 비뇨기과 권동득 교수,

정보이사 을지대 소아과 강주형 교수, 회장 취임 당시까지 학회의 간행사업이 많지 않아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간행이사에는 함께 근무하던 비뇨기과 홍창희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외

에 일반이사로 연세원주의대 소아과 남궁미경 교수, 성균관의대 박관현 교수, 울산의대 김건석

교수께 부탁하였고 감사는 총회를 통하여 충북대 소아과 하태선 교수가 임명되고 전임회장이

시던 김경도, 박용훈 교수를 고문으로 모셨다. 

각 이사들은 맡은 임무를 매우 충실히 하여 회장 나름으로는 성공적인 임기를 마쳤다고 자

부하는데 일의 성패를 떠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을 추리고자 한다.

1. 회칙개정

야뇨증연구회(학회)를 결성할 당시 나의 개인적인 모델은 ESPU와 ICCS였다. 그들은 단일

한 상 원 제4대 대한야뇨증학회 회장┃연세의대 소아비뇨기과

대한야뇨증학회 2007-2008년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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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학회가 아니라 국제학회였으나 참석자 중에 상당 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야뇨증이나 소

아배뇨장애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영역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회원 가

입이 필요하다고 믿어서 임기말이 2008년 12월 13일 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정회원으로만

되어 있던 회원 자격에 준회원을 신설하고 준회원에는 비뇨기과, 소아과, 정신과 전공의와 관련 간호사를 포

함시켰다.

2. 일본야뇨증학회와의 교류

회장 취임 이전부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일본의 Akihiro Kawauchi가 자신이 2007년에 일본야뇨증학회의

회장이 되고 내가 한국의 회장이 되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한일간 교류를 시작하는 효시로 하면 어떻겠냐고

애기해 오던 것이었다. 회장이 되기 전부터 이를 논의하여 2007년 6월 15일 일본 교토에서 한일 야뇨증학회를

공동 개최하였으며 내 기억으로 20명이 넘는 한국 회원이 참가했었고 박용훈 교수와 내가 초청강연을 하였다.

분위기도 좋고 3년 후 한국에서 배기수 차기 회장 때 한국에서 공동학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으나 북한의 연평

도 포견사건과 일본측의 안전보장 미흡으로 이유로 무산되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다.

3. 일본인 의사의 특별회원 인정

부산대 이상돈 교수와 친분이 있는 Yuji Azuma 선생은 일본 야뇨증 학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Hiroki

Watanabe교수의 제자이자 유력 학자 Akihiro Kawauchi 교수의 선배이다. 그는 한국의 야뇨증학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참석한 바 있고 한국말까지 배워서 우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게다가 적지 않

은 기부금을 우리 학회를 위하여 기부한 바 있고 국제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모아서 2007년 11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다. Hiroki Watanabe교수는 2008년 12월 31일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강연하기도 하였다.

4. 이사회의 서울역 역사 회의실 사용

이사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역 역사 회의실이라고 의견을 모아 그

곳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조달하였다.

5. 회원인증서 인쇄 및 배포

학회에 가입한 개원회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급의 회원증을 제작하기로 하고 김지홍 총무이

사와 총무단의 일년 여의 작업 끝에 2008년 12월 13일에 전회원에게 배포하였다.

6. 야뇨증진료지침서 발간

홍창희 간행이사의 주도하에 소아과 이정원, 임중섭 교수, 비뇨기과 이성호, 백민기 교수의 헌신 하에 최초

의 지침서를 알차게 지침서를 약 일년 반에 걸쳐서 제작하였으며 이름을 ‘야뇨증이 진단과 치료’라고 하고 오

래 보관이 가능한 비닐 양장을 씌어서 10,000부를 제작하였으며 2008년 정기총회에서 배포되고 개원의, 전공

의에게도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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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대회에 interaction 시스템의 도입

토의를 흥미롭게 하고 컨센서스를 모으기 위하여 voting 기계를 설치하여 2007년 11월 17일부터 활용하였다.

8. Expert meeting의 신설 및 녹취록 작성

2007년부터 정기학술대회가 4월에서 12월로 이동함에 따라 춘계학술행사가 없어지고 춘하계에 개최하던 골

프모임을 학술행사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Expert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학술행사를 하였다. 첫 행

사지는 남해리조트로 정하고 2008년 5월 3일 개최하였다. 모든 발언은 녹취하여 회장이 직접 기록하였으며 행

사 후 가을에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이 행사는 이후 지속되었으나 녹취 기록은 이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쉬

움이 있다. 녹취는 역사의 기록이고 시대에 따른 컨센서스의 변화를 후학들이 알 수 있는 사료이기 때문이다.

9. 대한소아신장학회와의 교류 시작

야뇨증학회는 소아신장학회와 소아비뇨기과학회의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우선 소

아신장학회에 소아비뇨기과 의사들이 연자로 참석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소아신장학회에 회장인 나

와 김건석, 김지홍, 박관현 교수가 야뇨증학회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0. 협력연구의 지속

다학제 학회인 야뇨증학회의 정체성은 협력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이전 이사진 때도

활성화되어 오던 협력연구를 지속하였다. 인제의대 정우영 교수가 헌신하였고 ‘야뇨증환자에서의 고칼슘뇨

증에 대한 연구’는 훌륭한 성과를 내어 출간되었다.

11. 홈페이지 정비 및 인터넷 가입시스템 구축

을지대 강주형 교수의 노고로 홈페이를 재정비하고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12. 회장임기의 단축

해마다 4월에 개최되던 정기학술대회를 2007년부터 겨울(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

4월에 임기를 시작한 나는 2008년 겨울에 임기를 마쳐서 임기를 5개월 당겨서 마치거나 2009년 겨울에 마쳐

서 7개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모두 생각할 수 있었다. 2008년 이사회에서 한차례 기타토의를 한 결과 아무

도 임기연장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200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배기수 부회장에게 회장의 직을 넘겼

다. 개인적으로 일을 더하면서 학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1년 7개월의 기간 중

적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주변의 평가가 아쉬움을 덜하게 하였다. 회장의 경험으로 미루어 다학제 학회는

AUA나 EAU처럼 회장 체제가 아닌 총무 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여러명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을 들어 다음 집행진 때 강하게 주장하여 지금 1년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제 대한 평가는 계속 이루

여져서 할 것이다.

1년 7개월의 회의록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억을 되살리면서 회고하였다. 하지만 두서가 없고 모자람이

많다. 다른 회장의 회고사와 더불어 정리하여야만 기록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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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뇨증연구회가 1999년 발족하면서 나는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

고 진료와 교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세부전문

의 수련과정에서 배뇨장애에 대한 교육내용을 거의 설정하고 있지 않기에 소아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같은 눈높이로 학술활동을 벌이기에는 처음부터 내겐 부족

함이 많았다. 학회활동에서 비뇨기과 회원들로부터 얻게 된 배움은 매우 신선하고 즐겁고 유

익한 것들이었다. 

나는 배뇨장애 진료에 있어서 ‘소아과의사는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 소아비뇨기과 의

사는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일차진료 의사의 지식을 늘여야만

진료전달체계가 성립되고 소아비뇨기과의사에게 배뇨장애 환자의뢰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아에서 유병률로는 야뇨증과 배뇨장애가 탑 랭킹이지만 소아과의사들은 배뇨이상증 호소에

대하여는 대개 무시해버리기 일 수였다. 목숨을 다투는 중증질환이 아닐지라도 이를 대하는 의

사가 무시해버릴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나는 소아과

학회 전공의연수 및 개원의협의회 강좌에 소아배뇨이상에 대한 강좌를 여러 차례 열었다. 우

리 학회 회원들께서 열성적으로 교육을 맡아주어 새삼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 학회가 여러 전공과가 협력해야하는 학회인 만큼 상호 교류, 협력, 단합에 뜻을 두

었다. 회장직을 맡았던 2009년 학술행사에서 경기도립무용단을 섭외해 한국고전무용의 일부

를 소개하였을 때 일본 참가자가 공연자와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선하다. 우리 학회

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면도 있지만, 여러 분야 전공자들이 모여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

원간의 친목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회원들이 가깝고 따듯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자신한

다.

생각해보면 우리 학회일로 즐거운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한일 소아배뇨장애학회 연합모

임을 추진하고자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노력 하였으나 일본내부 의사결정 역학의 까다로움으

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도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0년 12월

11일(토) 광주 전남대학에서 열리는 정기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 학술대회의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Satellite 심포지엄을 만들어, Hoebeke 교수와 Kawauchi 교수의 특강을 만들고 일본 측

에서 몇 명의 핵심 멤버도 참석하여 차기 협력에 대하여 상의하며 친목을 다지기로 한 바 있다.

배 기 수 제5대 대한야뇨증학회 회장┃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학회활동 중 기억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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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처럼 어렵게 계획되었던 이러한 일 들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나중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이 발생하더니, 2010년 들어서는 3월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보름 남짓 남은

우리 광주학회를 앞두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전 세계에 한국에 전쟁이 발

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한국방문을 모두가 꺼릴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재중이던 외국 인사들도 모두 고

국행을 서두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Hoebeke 교수나 Kawauchi 교수도 전쟁발발 위험을 직접 거론하

지는 않았지만, 좋은 이유를 대며 한국방문을 취소하였다. 

한국에 살고있는 우리들만 둔감하고 모를 뿐이지, 해외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북한도발이 무척이나 위

험스럽고 험악해서 전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듯 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다. 특히 우리학회에 항상 참석을

하며 특별회비를 납부해주던 일본 의사 Yuji Azuma 선생은 내게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만류를 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 양해 해 달라. 내가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심각하게 걱정하시며 가지 말라

간곡히 부탁하시니 어쩔 수가 없다”며 죄인인양 내게 미안해하며 연락해왔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외국

인들의 전쟁위기 의식에 실감을 하며, 약간이나마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면서 전남지역 개원의사 보수교육을

열심히 마친 뒤,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될 정도의 아주 소중한 술자리를 회원들과 함께 즐겼다. 

우리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는 이제 열다섯 살이 되었다. 그동안 배뇨장애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

료, 연구, 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보았지만, 이제는 청년기로 접어들어 더욱 민첩하고 왕성한 활동으로 국제학

술교류를 비롯하여 보다 큰 발전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회원 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친목을 통하

여 이룩되기를 기대하며, 참석이 항상 설레고 기다려지는 모임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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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생 활동한 영역 중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로 학문의 중요도가 처음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딴판이라는 것이다.  창립멤버는

아니지만 2000년말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2001년 야뇨증연구회에 김경도교수님이 불러

서 처음으로 참가하였을 때 “야뇨증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할 내용이 많은가?” 라는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었다.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보편적으

로 사용되면서 계몽하는 차원이라는 느낌도 있었다. 그런데 기존 교과서에도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야뇨증의 학문 깊이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다. 지금도 학회나 enuresis expert meeting에

가면 항상 배울 것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다. 우리학회의 연구활동은 야뇨증연구회 때부터 협

력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져왔었고 실제로 결실도 본 훌륭한 학회이다. 야뇨증의 연령별 발생

빈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 사춘기와 성인야뇨증 전화설문조사, 소아배뇨

장애와 야뇨증의 발현양상 등 굵직한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전국적인

대규모 야뇨증 발생빈도 역학조사(소아비뇨기과학회연구)와 2006년 소아배뇨장애에 대한 역

학조사연구는 공동연구자로서 부담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몇 군데를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돌려달라고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한 손에는 설문

지 봉투를, 한 손에는 작은 보답선물을 손에 들고 상기된 표정으로 교무실 문을 두드리던 기억

이 난다.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나로서는 드물게 “을”의 입장을 경험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한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회 회원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2만명 전후의 어린이 전 연령층

에 걸친 전국적인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는 결실을 맺었다. 

둘째로 좋은 타과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질환의 특성상 관련 3개과 연합으로 시작하

였다. 현재는 소아신장과와 소아비뇨기과가 주류를 이루지만 초창기에는 조수철교수님 중앙

대 이영식교수님 연세대 신의진교수님이 활동하셨다. 소아신장과 선생님 중에서도 현재는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거쳐가신 분들이 많으시다.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과 친분을

갖게 된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과간에 진료영역에 대한 다툼, 갈

등이 많은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서로 협력하여 연구하고 학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어

졌다는 것은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밖에 없다. 남들이 자화자

찬이라고 상관없다. 항상 소아신장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과 즐거운

김 건 석 제6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울산의대 비뇨기과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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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많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과의 성향이랄까 분위기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소아과선생님들은 더 부드럽

고 남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는 조심하는데 반해 비뇨기과선생님들은 외과의사라서 그런지 좀 더 직설적이

고 시원시원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비뇨기과 속에서만 지낼 때는 몰랐다. 소아과선생님들이 내색은 하

지 않았지만 약간 상처를 받으실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도 오랜 시간 서로 지내면서 이해의 폭이 넓

어지고 인화 단결이 잘 된 것 같다. 학문적으로도 야뇨증뿐만 아니라 소아배뇨장애도 함께 다루고 역류나 수

신증 증례도 가끔 토의할 수 있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학문적 의견교환창구로서도 모범적인 학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학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은 2005-2006년 박용훈교수님 회장하실 때 야뇨증연구회에서 야뇨증

학회로 발족되면서 한 단계 도약할 당시에 총무 직을 맡게 되었다. 연구회 때보다는 규모와 체계 면에서 학회

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였다. 다른 사람은 학회 일정준비나 흐름을 잠시 잊고 있어도 되

지만 총무는 항상 생각하고 다 챙겨야 했다. 학회일로 메일을 보내도 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 혼자 뛰

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적지 않았다. 아마 총무 일을 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 나도

남 탓 할 만큼 회신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며 제1차 학술대회가 끝나고 을지대학병원 주차장

에서 서로 인사하며 헤어질 때 무사히 치렀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야릇한 허탈감이 나를 엄습하였다. 연극

이 끝났을 때의 허무함 그 자체였다. 지금도 그 느낌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을 보면 나름 첫 보직 경험이라 책

임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총무 일을 했던 것 같다. 2011년 내가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는 총무시

절만큼 일은 하지 않았지만 또 한번 끙끙 앓았었던 기억이 난다. 이사직 인선을 하여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었다. 기존의 이사 분들이 이제 물갈이 좀 해달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싶다는 사람은 많은데 새로운 인

물은 부족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판을 짜려니까 왜 그리 어려웠는지 첫모임 두 달 전부터 고민했던 기억이 난

다. 총무는 의욕적인 김준모교수에게 부탁하고 나머지 소아비뇨기과 회원이면서 야뇨증학회에 발을 담그진

않았던 박관진, 백민기, 박성찬 교수들에게 영입을 부탁하였으며 조민현, 신재일교수 등 젊은 분들을 협연연

구를 맡게 구성하였다. 1년 후 하태선회장이 이어 맡으면서 임원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보면서 하회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린 것같아 인선을 위해 고민했던 나의 노력이 헛고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2011년 내

가 회장할 때부터 임기가 1년으로 되어 활동적인 회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장 한번 하였다고 뒷짐지고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회고록을 쓰면서 최근의 나의 학회참여 활동에 대하여 또 한번 반성하면서 처음

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끝으로 오늘날의

학회로서 우뚝 서기까지 묵묵히 생색을 내지 않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해주신 한국페링제약 황상섭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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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2년은 4월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도 호우피해가 있어서

바싹 긴장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환경도 악화되어가는 추세에서도 소아배뇨장애

야뇨증분야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학문교류가 있었습니다.

우선 6/9일 제5차 Enuresis Expert Meeting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

탠포드호텔에서 개최되어 배뇨장애와 야뇨증의 최신지견을 리뷰하고, 차기 한일 세미나에 발

표토의할 협연주제에 대한 계획, 진행방법과 보완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2012 정기학술대회는 12/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이라서 교

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고, 일본 아즈마교수가 방문

하여 주셨습니다. 학술대회는 논문발표와 함께 야뇨증과 관련된 질환, 차기 한일세미나에 발

표토의할 협연주제, 증례위주의 강좌로 진행하였습니다. 숙박과 학술대회장소를 국립대학 이

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받아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저녁식사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총무이사 김준모교수 뿐만 아니라 이사님들의 헌신적 도움으로 무

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도움을 주신 총무이사 김준모 교수와 부회장 이상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이사와 회원님들께 평생 신세졌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학회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타 학술

지와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교과서 발간을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 태 선 제7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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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날의 일들을 눈을 감고 회상해 보면 바로 어제 일 같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한국야뇨증연구회가 창립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야뇨증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꾸준히 심포지움, 공개강좌, 워

크 샾등 왕성하게 학술활동을 펼쳤으며 2005년 12월 10일 드디어 대한야뇨증학회가 창립되고

학회 이름으로 제1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연구회 시절 시행해 오던 공개강

좌, 심포지움, 워크샾 등을 하면서도 expert 양성의 목적으로 2008년 5월 3일 제1회 enuresis

expert meeting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해마다 expert meeting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회원들의 역

량을 드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12월 12일 “야뇨증학회” 대신에 야뇨증 뿐만 아니라

소아배뇨장애 학문을 포함하는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로 개명하면서 제5차 학술대회를 가

졌습니다.  

학회 창립일로부터 계산하면 올해는 창립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처음 시작 시에는 주니어스탭이었는데 어느새 중년(?)의 반열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런 이

유와 함께 2013년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회고사 원고를 요

청 받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소아와 관련한 여러 학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가 애착이 가고 특별

한 부분은 다른 학회와 비교하여 학회 존재 의미의 기본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6년동안 학회에 몸을 담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소

아배뇨장애학회의 왕성한 학술활동이 무엇보다 기억이 남고 학회가 걸어야 할 방향으로 걸어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회가 보여 준 시각적 산물로는 연구회 창립 때부터

꾸준하게 시행한 국내 다기관 연구와 야뇨증 및 소아배뇨장애 관련 출판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

다고 봅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소아비뇨기과 전문과목이 다른 회원들이 함께하는 다기관 연구

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기

관 연구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덤으로 그동안 국내의 여러 다기관 연구자

이 상 돈 제8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부산의대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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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해외 유명저널에 게재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도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학회의 대표적 출판물로는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 (2008년 12월 발간)”, “소아배뇨장애지침서 (2013년 11

월 발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아배뇨장애 출판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특히 당시 편찬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가지를 더 들라고 하면 아마도 우여곡절 끝에 제가 회장 재임기간인 2013년 6월 22일

오사카 게이항 유니버셜타워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야뇨증학회 공동학술대회”를 들지 않을 수 가 없겠습니다.

일본의 아즈마 선생님과 제가 공동대회장을 맡아 한일간의 학술교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한 기억이 엊그제 일

처럼 생생합니다. “한일야뇨증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야뇨증과 관련하여 양국의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일본 쿄토에서 가와우치 교수와 한상원 교수가 공동 대회장으로 처음 개최되었습니

다. 이후 배기수 전 회장님 재임기간인 2010년 6월 수원에서 제2회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당시 3월

의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국의 여건이 좋지않아 아쉽게도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학술대회는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다시 이루어져서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희 학회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거름에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

애정, 동참이 있었으며, 아울러 한국페링제약회사를 포함한 여러 제약회사, 기구회사의 학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

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 한사람이, 한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간다면 지난 10년간 한걸음 한걸음 큰 보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앞으로 내디딘 것처럼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낌없는 애정을 부탁드리

며 두서없는 회고사를 맺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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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 부터 16년 전인 1999년 11월 26일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의 전신인 한국

야뇨증연구회 창립 당시 저는 영동세브란스병원(현재 강남세브란스)에서 소아신장학

강사로 재직 중이었고 비록 창립 멤버로 시작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야뇨증연구회의 각종 심

포지움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본 학회와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은 2002년 강

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신장학 새내기 조교수로 발령받고, 야뇨증 연구회에서 시행한 심포

지움, 지역병원 공개강좌에서 정회원으로 일을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차성 야뇨증의 정의도 잘 모르던 저는 선배 교수님들 따라 무작정 연구회에 뛰어들어 어

깨 넘어로 야뇨증과 배뇨장애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더듬어 배워나갔고, 당시 야뇨증연구회의

창립멤버로 활발히 활동하시던 김경도, 한상원 교수님이하 여러 비뇨기과 교수님들께서는 항

상 유쾌한 분위기로 후배 소아과 교수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어 다른 전공

교수님들과의 모임이었지만 이질감 없이 쉽게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뇨증연구회에 처음 참여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학술모임 혹은 회의 때의 독특한 분위

기였습니다. 비뇨기과 교수님들간 토론은 제가 속해있던 학회와 비교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만

큼 선후배를 막론하여 호전적이며(?) 격렬한 토의와 상태를 쩔쩔매게 하는 다그침이 이어졌다

가도, 곧바로 이어지는 사담에서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유머와 격의 없는 대화로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극과극의 상황이 오가는 것을 보고 처음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

하면 영혼 없는 배려의 멘트 보다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한 자극과 끈끈한 관계를 유

지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04.1.29. 스페인 말라가에서 있었던 제1차 International PNE Workshop은 저에게 있어 학

술적으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야뇨증과 배뇨장애에 대한 A to Z을 공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였고, 또한 비뇨기과 교수님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동반 여행이었습

니다. 당시 참가자는 서울의대 정신과 조수철 교수, 비뇨기과 중앙의대 김경도 교수, 울산의대

아산병원 김건석 교수, 고대의대 안산병원 문두건 교수, 한림의대 평촌병원 홍창희 교수, 아주

김 지 홍 제9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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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소아과 배기수 교수, 페링 이정욱 이사 였고, 학회 후 좋은 분들과 함께 배움과 힐링 여행을 공유한 소중

한 기억이 아쉬워 학회 종료 후 수 백장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편집하고 후기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동반자들

과 나누고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 12월 10일 대한야뇨증학회가 발족하며 제 1회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고, 영남의대 박용훈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재무이사로 첫 상임이사의 역할을 시작하였습니다. 학회로의 발족 후 첫 총무이사

를 맡으셨던 김건석 교수는 학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벽돌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학회의 살림규모가 작아 재무이사인 저의 역할은 크지 않았고, 증빙 영수증도 모두 수기로 만들어 학

회 직인을 찍어 사용하였기에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후임으로 재무이사를 맡으셨던 서홍진 교수

님은 스폰서 관련 법규가 엄격해 지면서 모든 수입, 지출의 증빙을 세금계산서 및 공식문서화 하는 어려운 작

업을 도맡아야 하셨고, 차마 이 궂은 일 들을 후배에게 넘기시지 못하시어 2007년부터 2014년 까지 무려 8년

간의 긴 시간동안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부터 2년간은 항상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큰 그림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추

진력으로 리더쉽을 발휘하셨던 한상원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총무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저로서는 학회

에서의 16년간 가장 바빴던 두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큰 일 들만 간추려 보면,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인 한일야뇨증학회(2007년 6월

15일, Granvia Hotel, Kyoto, Japan)에 26명의 대규모 회원이 참가하여 전체 42연제 중 한국에서 17연제 발표

하는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였습니다. 

제3차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2007년 11월 17일, 연세의대)에서는 당시 거금의 경비를 투자하여 voting

system 처음 도입하여 양방향 강의진행 최초로 시도하였고, 2008년 대한야뇨증학회 춘계세미나를 최초로 야

뇨증 및 배뇨장애 전문가들의 ‘제 1회 Expert Meeting for Enuresis Consensus’ 형태로 신설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 정회원으로 회원 등록을 정비하고 회원증을 제작하여 최초로 수

여하였고, ‘야뇨증 진단과 치료’ 책자 처음 발간하여 야뇨증 치료의 표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3일 부산양산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제9회 학술대회에서 학회창립이래 가장 탁월한 협연연

구 성적과 연구업적 논문 게제 및 오사카 한일야뇨증학회 참석 및 연구발표 등 명실공히 질적인 학회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이상돈 회장으로부터 회장 직을 인계를 받아 제 9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명예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열정과 노고로 발전시켜온 본 학회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이 뼈저리

게 다가오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 후의 학회를 위하여, 눈앞의 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회가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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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고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단기적인 협연 연구의 장려와 성과 발표 보다는 장기 플랜의 질

환별 코호트 사업의 구상이 필수라고 생각되었으며, 배뇨장애 관련 전국의 소아비뇨기과, 소아신장과 질환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최고, 최적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학회의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

대한 활용하여 인터넷 웹 베이스의 코호트 연구와 빅데이터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2014년 6월 28일 제7회 Enuresis & Voiding Dysfunction Expert Meeting (부여 롯데리

조트)에서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인 iCREAT 에 대한 초청강연을 들

으며 회원들에게 소개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2015년 5월 저를 포함하여 이주훈 협연이사, 김준모 부회장이 자

원하여 5일간 온종일 진행되는 웹베이스 iCREAT 프로그래밍 심화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사용계약을 획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레지스트리 및 코호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등록

을 위한 eCRF 만 완성되면 내년부터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학회에서 지난 16년간 우리들을 맺어준 구심점은 서로에게 배우면서 2개의 전문과가 야뇨증과 배뇨장

애를 연구하며 융화되는 감성적 만남이었지만, 향후 우리를 이어줄 힘은 웹베이스의 빅데이터 구축을 바탕으

로 학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신장, 요로 특히 배뇨장애

부분에 있어 국내외 최고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큰 목표와 비젼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저희 학회는 정보 교류와 친목의 성격이 강하였던 야뇨증 연구회로 시작하였고, 정식 학회로 발돋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각 대학의 소아비뇨기과와 소아신장학 교수들이 신장과 요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관점도 다르고, 임상 진료 방침과 내,외과적 치료 성향도 다르며, 각자 주된 소속 학회에서 적지 않은 학

술 활동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새로 결성된 학회에서 의무와 책임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

에서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연구회 창립 후 16년의 긴 시간 동안 나날이 성장하였고, 통일된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협연 연구

를 진행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녹아들면서, 어느덧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로 학회 발족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학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학회 발족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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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사

년을 여러 회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자축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진화해가는 자랑스

러운 학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회고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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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학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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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국야뇨증연구회 초대장

한국야뇨증연구회

2000년 1회  야뇨증 서울심포지움  초록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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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1년 제2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초청장

2001년 제3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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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4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초청장

2003년 제4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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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4년 5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책자

2004년 제5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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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야뇨증연구회 워크샵

2003년 한국야뇨증연구회 워크샵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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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5년 1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책자

2005년 1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초청장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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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책자

2007년 3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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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9년 5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2008년 4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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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012년 8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013년 9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2014년 10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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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EEM  1회 미팅

EEM  5회 미팅 EEM  6회 미팅 EEM  춘계연수강좌

EEM  2회 미팅

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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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뇨증연구회  연구자 모임

199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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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0년 소아 야뇨증 공개강좌

2001년 Enuresis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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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야뇨증성공사례포스터 한국야뇨증 연구회  오프너

2003년 제4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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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4 제5회 한국야뇨증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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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회 international PNE workshop , Benal-
madena, Spain 

거리에서의 꿀맛 같은 휴식 중인 김경도 교수님과 이정욱 이사님 
→ 4자성어로(부부 걸인)

이번 만찬에서는 먼저 시작한 옆 테이블의 전채요리가 끝나기도 전 1시간만에 
디저트까지 모두 끝내고 나와 이 식당 오픈이래 최단 시간 만찬을 기록하여 

또 한번 한국인의 기개를 빛냄. 식사 후  한국인의 긍지와 뿌듯함으로  상기된 표정들

2004년  말라가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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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4년  야뇨증한국국제심포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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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위촉장

2005년 야뇨증학회 로고,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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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6년 야뇨증학회공동연구학교협조문

2005년 한국야뇨증연구회 워크샵

2007년 한일야뇨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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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일야뇨증  교토  학회장 단체

2007년  한일야뇨증  교토  청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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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7년  한일야뇨증  교토  오사카성 단체

소아 야뇨증 공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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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야뇨학회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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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09년  제5회  대한야뇨증학회 학술대회

2011년  제7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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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명장

2011년 사업자등록증 2011년 임명장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_ 127

사진집

2012년  EEM

2013년  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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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_로고

2013년 한일야뇨증학회 2013년 좌장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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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2013년  제9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2013년  한일야뇨증학회 2014년  EEM

2014년  제10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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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야뇨증이란?
야뇨증의 분류
야뇨증은 얼마나 흔한가?
야뇨증의 원인
야뇨증의 진단
야뇨증은 왜 치료해야 하는가?
야뇨증의 치료방법
야뇨증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도움말

•회원

중앙의대 비뇨기과 김경도 교수
성균관의대 소아과 박문수 교수
영남의대 소아과 박용훈 교수
연세의대 정신과 신의진 교수
부산의대 비뇨기과 이상돈 교수
서울의대 정신과 조수철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한상원 교수 등

오줌싸개[야뇨증] 어린이의 치료

단행본 제작

•편찬의원

백민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성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정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홍창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지문위원

김건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남궁미경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관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목차

야뇨증의 진단
1. 용어의 정의
- 야뇨증
- 일차성과 이차성 야뇨증
- 하부요로증상

야뇨증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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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

•목차

I. 소아 배뇨의 발달 울산의대 이주훈
II. 하부요로계의 증상과 기전 성균관의대 백민기
III. 변비 한림의대 이정원 
IV. 소아 배뇨장애의 진단? 을지의대 우승효
V. 다양한 소아배뇨 질환? 고신의대 정재민
VI. 소아 배뇨장애의 치료 연세의대 임영재

•감수위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용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서홍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하태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김건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조민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상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지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한상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박관진

소아 배뇨장애 지침서

2. 야뇨증의 병인
- 단일증상성 야뇨증
- 비단일증상성 야뇨증

3. 야뇨증을 동반하는 질환의 감별
- 요로감염, 변비, 방광출구폐색, 외요도구협착, 척
수질환, 수면무호흡증후군, 요붕증, 당뇨병, 주의
력결핍과다활동장애

4. 진단과정
- 문진
- Frequency volume chart
- 신체검사
- 소변검사
- 비뇨기과검사

야뇨증의 치료
1. 야뇨증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2. 치료방법의 선택
- 단일증상성 야뇨증의 일차치료
- 비단일증상성 야뇨증의 일차치료
- 치료불응성 단일증상성 야뇨증의 치료
- 야뇨경보기, desmopressin이나 항콜린성 약제에 반응
이 없을 때

3. 치료효과의 판정
4. 항이뇨호르몬제
5. 야뇨경보기
6. 항콜린성 약물
7. 이미프라민

부록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회 칙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134 _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야뇨증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의견교환 및 친목을 통해 야뇨증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총칙

제3조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 자격

1) 정회원  가. 비뇨기과, 소아과 및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자
나. 야뇨증 연구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자
다. 신입회원은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납의무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원

제6조 종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학술 이사 1인외 학술위원 약간명
마. 홍보 이사 1인외 홍보위원 약간명
바. 감사 1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7조 선임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학술이사 및 홍보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인준한다.

4)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한국야뇨증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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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을 계획, 검토, 결정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운영에 관해 결정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여
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의결사항

가. 회칙 및 세칙의 개정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재무의 선출
다. 고문 추대 및 이사의 임명동의
라. 결산 및 예산의 승인
마. 이사회가 제의한 중요사업 등에 관한 승인
바. 기타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학술이사 및 홍보이사 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
여야 한다.

3)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의결사항

가.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결정 및 개정
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다. 고문의 추대
라. 회장의 제의한 중요한 사업 등에 관한 안건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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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제11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분담금, 납입금, 찬조금 및 기타 등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

제13조 종류  

1) 야뇨증 관련 학술교류 심포지움

2) 야뇨증 관련 공동연구

3) 야뇨증 관련 워크샵

4) 야뇨증 관련 홍보

5) 야뇨증 치료개발 및 기타           

제14조 시행일 본회 회칙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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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야뇨증학회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야뇨증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대한야뇨증학회 및 관련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회
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다. 입회절차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자격정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
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
실된다. 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6조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야뇨증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대한야뇨증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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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7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홍보 이사                    1명

6. 정보 이사                    1명

7. 협력 이사                    1명

8. 재무 이사                    1명

9. 일반 이사                    2명

제8조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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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술대회

제17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
행한다.

제7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
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갖는다.

1.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협력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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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5년도 5월 21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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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야뇨증학회 (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야뇨증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
다.

가. 정회원 :
대한야뇨증학회 및 관련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회
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다. 입회절차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자격정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
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
실된다. 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6조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야뇨증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7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임원을 둔다.

대한야뇨증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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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홍보 이사                    1명

6. 정보 이사                    1명

7. 협력 이사                    1명

8. 재무 이사                    1명

9. 일반 이사                    2명

제8조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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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술대회

제17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
행한다.

제7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
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갖는다.

1.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협력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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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5년도 5월 21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제7조 이사회임원중 간행편집이사 1명을 둔다.(2006년12월15일 총회 인준)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_ 145

회 칙

- 2008년 12월 13일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야뇨증학회(THE KOREAN ENURESI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야뇨증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
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가나다 순)의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
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인정한다.

나. 준회원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가나다 순)의 전공의 및 간호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인정한다.

다.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
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라. 입회절차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 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자격증을 가지며 선
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자격정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재 입회
를 원할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6조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야뇨증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대한야뇨증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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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7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홍보 이사                    1명

6. 정보 이사                    1명

7. 협력 이사                    1명

8. 재무 이사                    1명

9. 간행편집이사              1명

10. 일반 이사                  2명

제8조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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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술대회

제17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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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
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갖는다.

1.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협력위원회 등

제8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5년도 5월 21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제7조 이사회임원중 간행편집이사 1명을 둔다.(2006년12월15일 총회 인준)

제23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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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소아배뇨장애 및 야뇨증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 (가나다 순)의 정회원인 자로서 소
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인정한다.

나. 준회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가나다 순)의 전공의 및 간호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인정한다.

다. 일반회원 :
대한야뇨증학회 이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자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자로 한다.
일반회원 중 정기학술대회를 2회 연속 참석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
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마. 입회절차 :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자격증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자격정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
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
실된다. 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6조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배뇨장애 및 야뇨증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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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7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홍보 이사                    1명

6. 정보 이사                    1명

7. 협연 이사                    1명

8. 재무 이사                    1명

9. 간행이사                     1명

10. 일반 이사                  5명 내외

제8조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진은 2년 이상 동일 회무를 맡지 않는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10년사_ 151

회 칙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술대회

제17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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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
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본 회는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
보위원회, 협연위원회, 간행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갖는다.

제8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5년도 5월 21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제7조 이사회임원 중 간행편집이사 1명을 둔다.(2006년12월15일 총회 인준)

제23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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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THE KOREAN CHILDREN'S CONTINENCE
AND ENURESIS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소아배뇨장애 및 야뇨증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 (가나다 순)의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
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인정한다.

나. 준회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신과학회(가나다 순)의 전공의 및 간호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인정한다.

다. 일반회원 :
대한야뇨증학회 이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자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자로 한다.
일반회원 중 정기학술대회를 2회 연속 참석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회
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마. 입회절차 :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자격증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자격정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
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
실된다. 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6조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배뇨장애 및 야뇨증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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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7조 (이사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차기 회장)      1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홍보 이사                    1명

6. 정보 이사                    1명

7. 협연 이사                    1명

8. 재무 이사                    1명

9. 간행이사                     1명

10. 일반 이사                  5명 내외

제8조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진은 2년 이상 동일 회무를 맡지 않는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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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술대회

제17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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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제7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
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본 회는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
보위원회, 협연위원회, 간행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갖는다.

제8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5년도 5월 21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제7조 이사회임원 중 간행편집이사 1명을 둔다.(2006년12월15일 총회 인준)

제23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25조 본 회칙은 2010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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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는 2005년 대한야뇨증학회로 창립한 이후로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999년 한국야뇨증연구회를 기준으로 하면 15년이라는 시간을 만들

어 온 모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회를 거치고, 이후

2005년 정식으로 대한야뇨증학회로서 발돋음하게 되었고 2009년 보다 폭넓고 다양한 소아배

뇨장애를 연구하고자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과 2013

년 일본야뇨증학회와의 공동학회를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적인 학회로 나아가는 터전을 마련하

였습니다. 

연구회 포함 15년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류동수 회

장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역사를 기록해 달라는 ‘명(命)’을 받고는 어떻게 하지? 어떤 자료가 남

아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마치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오래 전 머리 속의 기억으로 남아있던 자료를 다시 기록으로 남

기는 녹록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책장 한 켠 구석진 곳에 먼지에 쌓여있던 사진과 빛 바랜 십

수년 전 회의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보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연락된 조수철 교수

님, 그리고 정말 외람되게도 뵙지도 않고 문자로 전임 회장님들에게 부탁의 글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먼지 가득한 연구실 구석에서 나온 자료와 기억들을 모았습니

다.

사진 속에 머물러 있는 젊은 날의 선생님들을 보았고, 서류와 회의록을 보며 예전의 일을 회

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었습니다. 회의자료, 언론 보도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오류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자료를 챙겨주신 김경도 교수님, 이정원 교수님, 그리고 지나간 컴퓨터 속에 담겨 있던

기억을 몽땅 챙겨주신 한상원, 김지홍, 이상돈 교수님, 그리고 한국페링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빠듯한 편집, 출판시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도와주신 세리윤 윤성업 실장님, 김행선 팀장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추가할 사

항은 학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간행이사   강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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