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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50주년 기념

제 32차 동문학술대회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등록 불가)

일시 | 2022년 5월 21일 (토) 16:00-20:20
회신 담당자 | 장진현
핸드폰 번호 | 010-3356-8441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이메일 주소 | hyderma22@naver.com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2022 한양대학교 피부과
50주년 기념행사 및
제 32차 동문학술대회

인사말

한양대학교 피부과학교실 동문 선생님 여러분,
2022 한양대학교 피부과 50주년 기념행사 및 제 32차 동문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 새로운 시작,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
사회자: 주민숙 (한양대학교병원)

COVID-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피부과학 발전을 위해 힘쓰
시는 피부과학교실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 선배님과 후배님들께 존경의 인사
를 드립니다. 동문 선생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월 동문학술대회를

개회사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주임 교수)

축사

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 회장)
반재용
(한양대학교피부과 동문회장)

16:00-16:20

잘 개최할 수 있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건승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16:20-17:00

Session 1. 류마티스 피부 질환
(Rheumatic skin conditions)

좌장: 김정수, 최응호

16:20-16:40

피부 홍반 루푸스의 진단 및 치료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니다. 이를 축하하고 피부과 영역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50주년 기념식 및

16:40-17:00

Nail psoriasis

윤상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 32차 동문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 헌신의 50년! 도약

17:00-17:40

올해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이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

의 100년!”이라는 부제로, 3개의 세션에서 류마티스 피부 질환, 색소 질환의 감

Session 2. 색소 질환의 감별 진단과 치료
(Diagnosis and treatment of pigment skin diseases)

좌장: 노영석, 반재용

17:00-17:20

저색소질환의 감별 진단

김유찬 (아주대학교병원)

는 본교와 타교의 저명하신 교수님들과 동문 선생님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학

17:20-17:40

레이저와 EBD를 적용한
색소질환 치료의 패러다임 리뷰

이근수 (우태하한승경피부과)

술대회 후에는 축하 기념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7:40-18:20

별 진단과 치료, 그리고 기타 피부 질환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각 세션의 연자

많은 동문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 함께 자리 하셔서 좋은 말씀과 격려, 그리
고 축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고 주 연 배상

Session 3. 기타 피부 질환
(Other cutaneous skin diseases)

좌장: 유희준, 이진탁

17:40-18:00

피부자극을 줄이기 위한 클렌저 및 화장품 선택 방법

이하은 (포레피부과)

18:00-18:20

피부 진균 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
; 약물적 및 비약물적 치료

서현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8:20-18:50

50주년 기념행사

사회자: 주민숙, 서현민

18:50-20:10

저녁 식사

20:10-20:2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