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안내사전등록안내 신청서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에서 주회하는 2016년 춘계학술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인)

• 이메일(strorkr@naver.com)이나 팩스(02-6455-6549)로 보내주십시오.

• 입금처 : 국민은행 220601-04-226115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입금처 : 국민은행 220601-04-226115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전공의 정회원 전문의 전공의 정회원

50,000 40,000 30,000 60,000 50,000 40,000

등록비

|지하철| 4호선 동작역 하차
 7호선 상도역 5번출구
 9호선 중앙대입구역(흑석역) 

|일반버스| 25-1, 84, 85-1, 111, 212, 21, 89, 62-1, 142-1, 140

오시는 길

2016년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6년 7월 3일(일) 08:50~15:45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
연수평점  5점
주최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후원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2016년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

*당일 선착순 60명 경품 증정      
 - 경품 : 휴대폰 보조배터리 (50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외식 상품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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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구 분    ☐ 전문의            ☐ 전공의            ☐ 정회원

근 무 형 태
   ☐ 개원의 ☐ 봉직의

   ☐ 전공의 ☐ 기타(           )

사전등록기간 : 2016년 7월 1일(금)

2016년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사전등록은
학회홈페이지(www.str1.or.kr)와 이메일(strorkr@naver.com) 또는 
팩스(02-6455-6549)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연수평점 : 5점



모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복지부와 산업 협력체들이 금년 ‘첨단 재생 의료법’의 발의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와 이렇게 교류 학회를열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조직공학, 유전자 치료를 다양하게 허용하기 위한 
법으로서 의약품으로서의 세포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의 일환으로서 의원 내 수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포치료제’라는 고 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의학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포 치료제는 협소한 목적으로 소량 배양되어 배송 중에 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비용문제 때문에 한, 두 번 치료에 쓰고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상의 발달도 지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바뀌게 될 줄기세포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관련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일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경험을 통해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적응증과 치료 방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임상 연구가누적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운 학설과 방법이 개발되어 결국 줄기세포를 통해 인간의 
수명 연장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등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모든 병, 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배양한 줄기세포로 
고 품질의 치료를 추구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철 새로운 학문을 경험하려는 이 뜨거운 열기가 최근 이 업계의 부진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며 교류 학회가 더욱 자주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 이 희 영

2016년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
친애하는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회원 여러분

2016년도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7월 3일(일) 중앙대학교병
원 동교홀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며 금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많은 격려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용.성형, 내과, PDRN, 정형외과 네 가지 Session으로 나누어 준비하
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강연자를 모셨으니 활발한 토의로 
많은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지식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자리가 되고 이것이 
임상 치료로 발전하기를 고대하여 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합심하는 학회 그리고 거듭 발전하는 학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열정
과 참여를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위하여 노력을 아까지 않으신 학술 및 여러 임원진들과 발표를 해주
시는 연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학술대회에서 보여주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에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줄기세포 · 조직재생학회

INVITATION

08:50-09:00 개회 선언 및 인사말 이종원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회장)

SessionⅠ. 미용, 성형 좌장 : 김응석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KHAN 클리닉) / 조동현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지온성형외과)

09:00-09:15 실전 SVF IV Therapy 성기수 (라일락 BLC의원)

09:15-09:30 중년 여성의 행복찾기 Stem Cells Vaginal Rejuvenation 모형진 (리벨로 산부인과)

09:30-09:50 줄기세포 치료의 법적 한계 및 미래 이희영 (바로일 성형외과) 
 재생 의료법의 방향

09:50-10:10 LED를 이용한 Activation of PRP and Stem Cell (Cannula Cog Lifting) 권한진 (더마스터 클리닉)

10:10-10:20 Discussion 

10:20-10:40 Coffee Break 

SessionⅡ. 내과  좌장 : 조한익 (한국 건강관리 협회 중앙검사본부 원장) /신석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과)

10:40-10:55 내과계 질환에서 줄기세포의 치료: 현재와 미래 최훈영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10:55-11:10 줄기세포 정맥주사의 합리성과 효과! 이소영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내과)

11:10-11:25 줄기세포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동욱 (건국대 의전원 줄기세포교실)

11:25-11:40 줄기세포 뱅킹 : 현황 및 향후 전망 김은희 (미라(주) 연구소장)

11:40-11:55 Discussion 

11:55-13:00 Lunch 

13:00-13:10 Luncheon symposium (새로운 비만 신약: 콘트라브) 양동훈 (청담 바롬클리닉)

Session Ⅲ. PDRN 좌장 : 이종원 (대한 줄기세포 · 조직재생 학회 회장) / 홍기혁 (인제대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13:10-13:25 Peer Review 김한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The Role of Polydeoxyribonucleotide in Tissue-Regeneration 

13:25-13:40 건 질환에서 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요법의 효과 임재영 (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13:40-13:55 족저근막염에서 PDRN의 효과 김재광 (이화여대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13:55-14:10 Discussion 

14:10-14:30 Coffee Break 

Session Ⅳ. 정형외과 좌장 : 유명철 (정병원) / 이인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4:30-14:45 PRP 치료의 개념과 한국에서 PRP 치료 현실 고영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14:45-15:00 리젠실의 임상적 적용 - 외측상과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 조봉완 (안중 서울제일병원 정형외과)

15:00-15:15 거골의 연골손상에 Atello-Collagen의 적용 김진수 (CM충무병원 정형외과)

15:15-15:30 Innovative Adult Stem Cell Drug Using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최수진 (메디포스트(주) 연구소장)

15:30-15:45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