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안내

사전등록기간 : 2015년 12월 4일(금)

2015년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사전등록은

학회홈페이지(www.str1.co.kr)와 이메일(strorkr@naver.com) 또는 팩스

(02-6455-6549)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연수평점 : 6점

|지하철| 2호선 - 건대입구역 3번 출구

 7호선 -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일반버스| 건대입구역사거리 하차 : 240, 721, 3220, 2222, 3217, 3218, 3219, 42121
 건대역 하차 : 2223, 2224

사전등록안내 신청서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에서 주회하는 2015년 추계학술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인                           (인)

• 이메일(strorkr@naver.com)이나 FAX(02-6455-6549)로 보내주십시오.
• 입금처 : 국민은행 220601-04-226115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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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5년 12월 6일(일) 09:00~16:00   

장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연수평점  6점
주최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후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INVITATION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추계학술대회가 12월 6일(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개최  

됩니다.

이번 학회는 창상 및 피부재생,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세가지  

Session으로 나누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학술 발표와 최신 지견의 토론

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초학자 초청강연과 임상과  

기초가 어울러져 생동감 넘치는 대회가 되고, 회원 여러분의 즐거

운 만남과 친교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술대회 개최를 통

해 국민들에겐 신의료기술로 합법적인 시술과 연구로 인식 되고,  

줄기세포의 성장가능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동적이

면서 친근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학술대회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술 및 여러 임원진  

들과 발표를 해주시는 연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에서 보여주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댁에 사랑과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회장 홍 기 혁

08:55-09:00 개회 선언 및 인사말 홍기혁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회장) 

Session 1.  창상 및 피부재생       이종원 (가톨릭 의대), 김명신 (강남세브란스 병원)

09:00-09:20 창상치료의 원칙 김영석 (강남세브란스 병원)

09:20-09:40 창상치료와 드레싱 이예나 (고려대 구로병원)

09:40-10:00 창상 및 피부재생의 외과적 접근 신동혁 (건국대 병원)

10:00-10:20 창상 및 피부재생의 신재료 정재아 (고려대 구로병원)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2.  줄기세포 현황 홍기혁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회장), 이인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0:50-11:20 줄기세포 연구 동향과 정책과제 최원영 (전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 수석, 전 보건복지부 차관)

11:20-12:00 줄기세포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 전망 최병현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센터 부센터장)

12:00-12:20 줄기세포치료와 의료광고 

 - 실제 사건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고한경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

Session 3.  안티에이징 권용욱 (에이지 의원), 박경희 (수원대)

13:30-13:50 안티에이징 개요 권용욱 (에이지 의원)

13:50-14:10 하안검 성형을 통한 노화된 중안면부의 개선    권성일 (이데아 성형외과)

14:10-14:30 New Mode of Collagen Stimulation by Silhouette Soft 정운경 (셀파크 피부과)

14:30-14:50 피부 주름을 줄이는 관리 방법    이혜영 (분당서울대 병원)

14:50-15:10 줄기세포 치료에서 호르몬 치료의 중요성 김상우 (김상우 내과)

15:10-15:30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항산화제, 먹을 것이냐, 맞을 것이냐? 양동훈 (청담 바롬 클리닉)

15:30-15:40 Discussion 

2015년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