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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대한영상의학회의 산하 학회로서 비뇨기계 및 
산부인과 영상을 전공하거나 진료업무를 담당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으로 설립된 학
술단체. 

• 1993.2: 비뇨방사선연구회 성립 (7번째 연구회) 

• 2005년 “대한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로 이름 
변경  

• 2013년 창립 20주년  

• 가장 가족적인, 가장 활발한 산하 학회 

 



태 동 

• 1980년대 초: CT모임 (연구회의 효시) 

• 1983: CT모임이 신경방사선연구회와                              
복부영상연구회로 나뉨  

• 소아, 흉부, 심혈관/중재, 근골격 

• 1992년 말: 비뇨방사선 연구회의 필요성 논의 

• 1993.2.22: 창립모임, 서울대학교병원 

       - 김건상 (회장), 김기환, 김승협 (총무), 김영구,  

          김원홍, 김종철, 박경주, 이정근 (8명) 

  - 매 짝수달 마지막 월요일, 서울대병원 

  - 증례토의  



연도별 역사: 1993 

• 6회 정기모임 (짝수달 마지막 월요일) 

• 6-8명, 8-13증례 

• 모임 후 저녁식사 (회장님 부담) 

• 12월: ‘대한비뇨생식기계방사선과학연구회’를 

공식명칭으로 (비방회) 

• 회원: 13명 (8+5) 





연도별 역사: 1994 

• 11회 정기모임 (매월 4째 화요일)  

              : 5-15명, 9-38증례 

• 저녁식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1만원씩 징수 

• 출석부 작성 

• 5월: 춘계 대초심포지움을 주관 (5명의 연자) 

• 7월: Subspecialty Conference (전공의 Quiz) 

• 10월: 대방에 Dr. Howard Pollack 초청 

• 11월: 서울대 운파강연에  Katzuro Sugimura 초청 

• 12월: 회칙제정 

• 회원: 24명 (13+11) 









연도별 역사: 1995 

• 11회 정기모임, 7-15명, 8-28증례 

• 오후 6시부터 서울대병원 13층 식당에서 식사 후 
회의실로 옮겨 증례토의 

• 회비제도: 입회비 5만원, 연회비 5만원, 저녁식사
비 1만원 

• 7월 SC: 전공의를 위한 강의 (평소 소홀히 하기 쉬
운 부분) 

• 9월: 대방 50주년학회에 Dr. 이원재, Dr. Lee Talner 
초청 

• 7월: 총무를 김승협에서 고병희로 

• 회원: 33명 (24+9) 





연도별 역사: 1996 

• 11회 정기모임, 11-14명, 8-32증례 

• 회장: 김건상 후임에 김기환 (96, 97) 

• 9월 계명대 동산병원 ‘Seminar in Uroradiology’  

                        (2 강의, 17 증례토의)  

          :  비방회 심포지움의 시작 

• 연회비 10만원으로 인상 

• 회원: 37명 (33+4) 





연도별 역사: 1997 

• 11회 정기모임 

• 7월 SC: Panel Discussion (5명 회원, 10 cases) 

• 9월: 대전 충남대에서 심포지움 

• 10월: 대방에서 시작한  

              Categorical Course를  

              비방회에서 주관 

• 회원: 45명 (37+8) 





연도별 역사: 1998 

• 10회 정기모임 

• 7월 SC: Panel Discussion  

• 9월: 부산 동아대에서 심포지움 

• 임원: 김대영(회장)  

               변재영(총무)  

               김보현(학술) 

• 회원: 52명 (45+7) 





연도별 역사: 1999 

• 11회 정기모임 

• 7월 Subspecialty Conference 

        : 전공의 땡시험퀴즈  

            (*17병원에서 52문제 제출, 20문제 선정)  

• 9월: 천안 단국대 심포지움  

• 11월: 발표된 증례 Database화 

• 회장: 6월부터 이영호가 회장대행 

• 회원: 60명 (52+8) 





연도별 역사: 2000 

• 10회 정기모임 

• 홀수달 비뇨기, 짝수달 산부인과  

         rule 없앰 

• 2월: 홈페이지 개설 (http:// ksur.radiology.or.kr)  

• 2월: 김정식회원 개원 

• 5월 18일: Dr. Joshua Becker 부부 방문 

• 6월 9-10일: 한일방사선의학회에 한일비방회 

• 7월 SC: 전국 미혼남녀 전공의 10명을 대상으로 
Panel Discussion  



연도별 역사: 2000 

• 9월: 의료대란의 와중에 서울대의 International 

Symposum을 비방회모임으로 전환 (Dr. Myron 

Pozniak과 Dr. Takehiko Gokan 초청) 

• 9월 말: 비방회 심포지움 (전남대) 취소 

• 10월: 대방학회 취소 (Robert Mattrey 초청 취소) 

• RSNA: 전체 GU전시의 23%를 비방회원들이  

• 회원: 75명 (60+15) 





연도별 역사: 2001 

• 10회 정기모임 

• 6월 제1회 정기학술대회 

      (강좌 7, 일반연제 19편, 증례 17편 ) 

• 7월 SC: 미녀와 야수  

       (남 OB vs 여 YB의 panel discussion) 

• 9월: 비방회 심포지움 (광주 전남대) 

• 10월: 대방학회에 William Bush 초청 

• 2년 연속 회비 미납 시 자격상실 

• 회원: 86명 (75+11) 







연도별 역사: 2002 

• 11회 정기모임 

• 3월 김보현이 Wisconsin대학으로 이동 

• 5월 10-11일: 제2회 한일비방회 (일본 Kanazawa)  

• 5월 18-19일: ASDIR 

• 7월 SC: 이원재교수 참석 

• 9월: 비방회 심포지움 (대구 영남대) 

• 임원: 회장 김종철 선임, 총무 변재영 유임,  

                학술 김보현 유임  

• 회원: 94명 (86+8) 







연도별 역사: 2003 

• 3월: 김보현 귀국 

• 차기회장제도 두기로 하고  

     2004-2005년 임기의 차기회장에 조경식 선출 

• 5월 3일: 비방회 10주년 학술대회 

       10년간 증례집 CD로 발간 

• 6월 13-14일: 한일비방회, 부산 

• 11월: 김승협 편저 “Radiology Illustrated:     

Uroradiology” Saunders에서 출간 





연도별 역사: 2004 

• 4월: 제 3회 비방회 정기학술대회  

              서울대 임상연구소 

• 8월: 비방 Imaging conference 
         처음으로 Brain survivor 형식 도입 

• 10월: Barentsz JO 대방학술대회 및 비방 모임 
        방문, lymph node 및 prostate imaging 강연  

• 연말 총회에서 변재영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됨 

 

 





• 1월: 웹사이트 확대 개편 및 독립  

      관리  온라인시대 본격 시작 

• 김보현이 Mayo Clinic으로 이동,  

    조정연이 총무/학술 이사를 인계 

• 5월: “대한비뇨생식기계영상의학회”로 변경 

• 6월: 한일비영회 미팅, 삿포로 

• 11월: Radiology Illustrated: Gynecologic Imaging 출
간. 비영회원 24명 저자로 참여 

• 12월 총회: “대한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로  변경, 

변재영 회장 취임, 총무 조정연 선임, 상임위원제 

 

연도별 역사: 2005 





연도별 역사: 2006 

• 4월 29일: 제5회 정기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  6월: Imaging conference (조경식) 

            “Who tell me the truth” 로 진행 

• 9월: Robert Mattrey 강연 및 간친회,  

             서울아산병원 

• 12월 총회: 김승협 차기회장 선출 

• 김건상 제19대 대한의학회 회장 취임 

 



 





연도별 역사: 2007 

• 영문표기 “The Kor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로 변경 

• 4월: 제6회 학술대회, 서울대병원 

• 6월: 제1회 ACAR,  미야자키 

• 6월: Imaging Conference (김승협) 

• 12월 총회:  김승협 제9대 회장 취임,  

                        감사 성창규, 총무이사 문민환 선임  

• 5월, 김승협 대한초음파학회 이사장 취임 

 





연도별 역사: 2008 

• 1월: 비영회의 법인 등록  

            (고유번호 101-82-65938) 

• 4월: 제7회 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 6월: Imaging Conference (조경식) 

• 8월: 대한비뇨기종양학회-대한비뇨생식기영상
의학회 합동학술대회, 워커힐 

• 10월: 제12회 AOCR (코엑스) 에서 subprogram 

              으로  5회 한일비영회 미팅 진행 

• 12월 총회: 이일기 차기회장 선출 







연도별 역사: 2009 

• 5월: Imaging Conference (변재영) 

• 6월: 제2회 ACAR, 서울 롯데호텔  

• 8월: 총무이사 문민환에서 성득제로 인계 

• 9월: 제8회 학술대회, 대구 파티마병원 

• 10월: 비영회국문교과서  “비뇨생식영상진단”  

        발간 (총 3권, 비영회 43 회원 참여) 

• 12월 총회: 이일기 제10대 회장취임 

                      감사 조재호, 총무이사 성득제 임명 

• 김건상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원장 취임 



http://book.naver.com/bookdb/?bid=6102461
http://book.naver.com/bookdb/?bid=6102401
http://book.naver.com/bookdb/?bid=6102462




연도별 역사: 2010 

• 4월: 제9회 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 “조영증강 CT검사에 의한 CIN  

     고위험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공동 다기관 연구  

• 6월: Imaging Conference (조정연) 

• 12월: 이은주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됨 

• 회원동정:  

       - 1월 김선호 결혼, 7월 김유미 결혼 

       - 변재영 대한초음파학회 이사장 취임 

       - 김승협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취임  





연도별 역사: 2011 

• 4월: 제10회 학술대회,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 5월 13-14일: 제3회 ACAR, 베이징 

• 6월: Imaging Conference (성득제) 

• 7월: 성득제 총무이사 사임, 문민환 인계  

• 11월: “Radiology Illustrated: Uroradiology” 2판 

             출간 (비영회 회원 27명 참여) 

• 12월: 이은주 11대 회장 취임 

              감사 김선호, 총무이사 문민환 선임  







연도별 역사: 2012 

•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제주개최 결정 

• 4월: 제11회 학술대회, 서울대병원  

             Bernd Hamm 초청 

• 6월: Imaging Conference (박병관) 

• 11월: “Radiology Illustrated: gynecologic imaging”    

                2 판 출간 (비영회 회원 30명 참여) 

• 12월 총회: 조정연을 차기회장으로 선출 

•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취임 

• 김승협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회장 취임 







연도별 역사: 2013 

 

• 2월: 신입회원환영회 

• 3월 22-23일:  제4회 ACAR , 대만 카오슝 

• 4월 20-21일: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 

   









회원 

• 1993년 창립 첫 년도 13명으로 시작 

•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2002년 (94명) 

• 2002년 이후 회원수 정체: 2008년 (97명) 

• 회비납입 정회원수 정체 

        : 99년 (40), 01년 (53), 08년 (58), 12년 (61)  

• 2009년부터 온라인 회원 증가 

        : 10년 (121), 11년 (136), 12년 (333), 13년 (476) 



회원 수의 변화 (1) 

연도  신입회원수 총회원수 납입회원수 

1993.2 8 

1993 5 13 

1994 11 24 
1995 9 33 

1996 4 37 
1997 8 45 
1998 7 52 
1999 8 60 40 
2000 15 75 40 
2001 11 86 53 
2002 8 94 51 



회원 수의 변화 (2) 

연도  신입회원수 총회원수 납입회원수 

2003   88 53 

2004   89 50 

2005   97 53 
2006   99 51 

2007   91 50 
2008   97 58 
2009   104 54 
2010   121 53 
2011   136 50 
2012 3 *333  61 
2013 3 *47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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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1993 - 1997년: 회장 1인, 총무1인,  

                              3인 이내의 운영위원 

• 1998 - 2003: 학술이사 분리 

• 2005년 5월: 감사, 차기회장 (회칙 개정) 

• 2005년 12월: 분과 상임위원 

      *학술, 고시, 수련, 의무, 보험, 정보, 국제협력 

 

• 회의: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학술행사 

• 월례모임 (1993 ~) 

• Subspecialty imaging conference (1994 ~) 

• 비영회 심포지움 (1996 - 2001) 

• 비영회 정기학술대회 (2001 ~) 

• 대영, 대초, 학술 행사 

 

• ASDIR 2002, 서울아산병원 

• ACAR 2009, 서울 롯데호텔 



한일비영회 

• 2000, 제주 

• 2002, 가나자와 

• 2003, 부산 

• 2005, 삿포로 

• 2008, 서울 

 

•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 

       : 2007 (미야자키), 2009 (서울), 2011 (베이징) 

         2013 (카오슝) 



The 2nd Japan-Korea Urogenital Radiology Meeting, Kanazawa, 2002 



The 3rd Korea-Japan Urogenital Radiology Meeting, Busan, 2003 



The 4th Japan-Korea Urogenital Radiology Meeting, Saporo, 2005 



The 5th Korea-Japan Urogenital Radiology Meeting, Seoul, 2008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 2007-2013 



SUR 활동 

• 1966: 창립, closed society 

• 1992: 김승협 active member 

• 1996: membership open 

             active member, fellow  

• 2004: fellow 5 

             active member 5 

                



SUR 활동 

• 구연, 전시 

– 1993-1995(1), 1997(2) 

– 1999 (5), 2000(3), 2001(2) 

– 2003 (4) 

• 강의 

– 2001 (2) 

– 2003 (2) 

• 수상 

– 1999: 김보현 (구연) 

– 2000: 변재영 (전시) 

– 2001: 김승협 (전시) 

– 2006: 박병관 (전시) 





ESUR 활동 

• 1990: 창립 

• 2002: SUR-ESUR 공동학술대회 (이태리 제노아) 

    이후 매년 많은 회원들이 참석  

• 수상: 2003년 나성은 (전시) 이후 거의 매년 수상 

• SGR과 합병한 SUR 대신 교류 확대  

        - Jelle O. Barentsz (KCR 2004) 초청 

        - Bernd Hamm (KSUR 2012) 초청 

        - Harriet Thoeny (KCR 2013) 초청 

            

        

  

 





회칙의 제정과 개정 (1) 

• 1994년 1월 연구회 회칙 제정 

 

• 2003년 5월 제1차 개정 

       - “대한비뇨생식기계방사선과학연구회” 개명 

       -  감사, 차기회장제 신설  

 

• 2005년 4월 제2차 개정 

         “대한비뇨생식기계영상의학회”로 개명 



• 2005년 12월 제3차 개정  

       - “대한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로 개명 

       - “The Korean Society of Uroradiology” 표기 

       -  상임위원제 신설 

 

• 2007년 2월 제4차 개정 

       -  “The Kor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로 영문표기 변경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맺음말 

1. 비영회 = 가족적인 분위기 

2.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system 마련 

3. Historian 

 

4. 참여와 헌신: 비영회와 동반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