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부장벽학회 2020년 워크숍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3:00~18:0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지하2층 C홀

▶초대의 글
한국피부장벽학회 회원님들께
봄꽃이 피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으나 초유의 COVID-19 사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와 업무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
니다.
올해는 피부장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피부장벽을 이루는 단백질과 지질, 피부장벽 구성에 중
요한 세포 결합과 신호 전달, 피부장벽연구의 최신 지견에 대한 교육강연과 함께 “Attack on
and Defense for Skin Barrier”라는 주제로 공해, COVID-19, 가려움과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
인 강의와, 3차원 피부모델, 인공피부(artificial skin), 인공지능 응용과 같은 선도적인 주제에 이
르기까지 흥미로운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COVID-19 사태와 관련, 이번 워크숍을 예년에 비해 현장 등록 규모를 축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이와 함께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득이 현장 참석인원에 제한을 두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중계와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워크숍 진행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워크숍 진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한국피부장벽학회

회 장 이 정 덕
이사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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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프로그램
주제: Attack on and Defense for Skin Barrier
13:00~13:15

등 록

13:15~13:20

개회사

13:20~14:50

Basic of Skin Barrier

회장 가톨릭의대 이정덕

좌장: 연세원주의대 안성구, P&K 피부임상연구센타 이해광
13:20~13:50

Protein and Lipid of Skin Barrier

성균관의대 박지혜

13:50~14:20

Cell Adhesion and Polarity Signaling of Skin Barrier

서울의대 이시형

14:20~14:50

Recent Updates in Skin Barrier Research

부산의대 신기혁

14:50~15:05

Coffee break

15:05~16:25

Skin Barrier: Its Attackers and Defenders
좌장: 연세A&B피부과 이승헌, 아모레퍼시픽 박원석

15:05~15:25

Air Pollution as an Aggressor for Skin Barrier

㈜더마프로 백지훈

15:25~15:45

The New Normal for Cosmetics and Dermatology in
AC (after COVID-19) Era

차의대 김현정

15:45~16:05

Skin Inflammation, Itch and Skin Barrier

16:05~16:25

Cosmetics as a Defender for Skin Barrier

16:25~16:35

Coffee break

16:35~17:55

Future of Skin Barrier Research

한림의대 김혜원
㈜인코스팜 정세규

좌장: 연세원주의대 최응호, LG생활건강 이상화
16:35~16:55

In vitro 3D Skin Model: Angiogenesis Platform

16:55~17:15

Artificial Skin Technique

17:15~17:35

Visual AI based Estimation of Transepidermal

서울대학교 전누리
KAIST Steve Park

Water Loss and Stratum Corneum Hydration
Measurements for the Evaluation of Skin Barrier Function
㈜메디툴 송민구
17:35~17:55

Artificial Intelligence in Diagnostic Dermatology

17:55~18:00

폐회사

서울의대 나정임
이사장 원광의대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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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 사전등록 안내
1) 홈페이지(www.skinbarrier.or.kr)에서 일반 회원 가입 및 사전 등록 하신 후, 아래 계좌로 등
록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2)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입금자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등록 문의처: 기획이사 이동훈(planning@skinbarrier.or.kr)
• 등록비 안내
1) 사전등록 (은행계좌 입금만 가능):
KB국민은행 822601-00-012497, 예금주명: 한국피부장벽학회
2) 현장등록 (현금) (학회장 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십
시오.)
• 사전등록 기간: 2020년 5월 30일 (토) ~ 6월 12일 (금) 자정까지
등록

일반회원

학생 및 전공의

온라인 참석

현장등록

6만원

4만원

불가

사전등록

5만원

4만원

4만원

2020년 정회원비를 납부해 주신 정회원분들은 현장 및 사전등록비에서 1만원씩 감면해 드립니
다.
• 온라인 중계
초유의 COVID-19 사태를 맞아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 넘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 지속될 수 있
도록 올해 워크숍은 현장에서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자는
100명으로 제한하며 (사전 등록 시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참석 선택)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학회
진행을 생중계하고 Live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1) 사전등록 마감일이 지난 뒤에 입금된 등록비는 모두 현장등록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현장등록
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명찰, 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해 드립니다.(온라인 참석자는 메일 송부)
• 연자에 대한 사전 질의사항
사전등록기간

중

연자에게

질문하실

사항을

미리

문의하실

(scientific@skinbarrier.or.kr)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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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학술이사

▶회원가입안내
1. 일반회원 가입
학회 공식 홈페이지(www.skinbarrier.or.kr)의 회원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이 되시면 향후 학술대
회 안내장 등 필요한 공지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회원 등록안내
한국피부장벽학회는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 혜택 외에 ‘한국피부장벽 홈페이
지를 통해 한국피부장벽학회지 전문 온라인 구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피부장벽학회 홈페이지에서 일반 회원 가입하신 후, 아래 계좌번호로 연회비 2만원을
입금합니다.
[KB국민은행 822601-00-012497, 예금주: 한국피부장벽학회]
2) 입금 후, 한국피부장벽학회 기획이사 (planning@skinbarrier.or.kr)에게 “정회원 인증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메일 확인 후 인증해 드립니다.
3) 정회원 유지기간은 가입시점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회원관련 문의는 기
획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회원 혜택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2) 한국피부장벽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피부장벽학회지 열람
3)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록비 1만원 경감
• 회원정보를 Update 해주세요.
회원 여러분께 학회 소식을 전체 메일, 문자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최근 E-mail,
Mobile 번호를 알려주세요.
방법1. 장벽학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직접 Update해 주세요.
방법2. 아래 양식을 채워 등록대로 제출해 주세요.
이름 :
소속/직함 :
E-mail :
Mobile :
• 학회지 투고 안내
한국피부장벽학회 강의에 관한 내용은 "한국피부장벽학회지"에 종설로 게재될 예정이니 강의 연
자들께서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셔서 2020년 5월 2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각질층과 장벽, 경피 약물 전달, 화장품 등에 관한 원저 투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간행이사 publication@skinbarri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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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세종대학교 주변 약도

∎전철을 이용할 경우
•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도보 3분 광개토관)
(2호선 건대역, 5호선 군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
∎버스를 이용할 경우
• 어린이대공원
-파랑(간선) 721
-초록(지선) 119, 3216, 4212
• 화양리
-파랑(간선) 240, 302
-초록(지선) 2222, 3217, 3220
-빨강(광역) 102
• 후문(세종초)
-파랑(간선) 240
-초록(지선) 2012, 2013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 주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권은 등록대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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