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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    V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세브란스병원에서 191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을 

견디면서 성장한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2017년 5월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피부과를 시작하시고 성장의 기틀을 세우신 오긍선 선생님과 그 뒤를 이어서 과를 

키우고 이끌어 오신 많은 선생님들과 동문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독한 일제 강점기시절에 세브란스 의학교의 첫 한국인 교장인 오긍선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실의 역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피부과학교실로 100년을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17년 5월 9일 오긍선 선생이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의 피부생식 

비뇨기과 1대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과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56년 비뇨기과학 

교실과의 분리를 통해 독자적인 피부과학교실로 거듭났으며, 1978년 원주의과대학 피부과 창설, 

1983년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창설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피부과학교실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실은 국내 최고라는 명예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분야와 기법을 

도입하고 시작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매독, 베체트병, 광의학, 수포성질환, 피부암 등 타 병원과는 

차별되는 다양한 분야를 선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최초이자 최고”의 교실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붙일 수 있는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오긍선 

선생의 선각자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에 대한 열정과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피부과학교실을 

이끌어 온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사 책 속에는 이러한 우리 교실 

 | 발 간 사 | 주임교수  정 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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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빛나는 역사와 선배님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실과 의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많은 사진들과 자료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금번 100년사 책자가 무사히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의 

발간까지 실무를 담당해 주신 모든 교실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백년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우리 교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정 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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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 연세대학교 총장  김 용 학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를 모태로 출발하여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 

통합 이후,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며 발전해 온 피부과학교실의 100주년과 

10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32년 동안 국내 최고의 명문사학으로서 시대정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도전과 비전으로 세계 속의 연세를 추구해왔습니다.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는 자랑스러운 연세의 

두 날개 중 하나로서, 우수한 학문적 업적과 첨단 연구를 통해 난치병을 퇴치하는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며 연세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학문의 분화와 융합으로 

인해 학과신설과 통폐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100년의 긴 시간 동안 꿋꿋하게 늘 

최고의 자리를 지켜 온 피부과학교실은 의과대학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환자를 우선하는 

최고의 진료와 인간을 위하는 학문 본연의 목적을 실천하며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해 온 

피부과학교실의 발자취는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본 연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학문 간의 경계는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차원에서는 의과학 융합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세의 학문적 성과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치의학, 간호학도 공학·생명공학·인문사회과학 나아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등과의 활발한 

융합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100년의 학문적 전통, 비교우위를 가진 기반시설, 최첨단 

연구력과 임상경험을 두루 갖춘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공과대학을 비롯한 많은 학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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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력으로 뛰어난 융합연구 경험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도 학문적 협력의 리더로서 

융합연구 영역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부과학교실의 이번 100년사의 발간이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2017년 丁酉年 새해도 희망과 행복 가득하게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총장  김 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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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교실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한국 근대의학의 요람으로서 대부분의 세부 임상학문의 시초가 되어 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피부과학은 초기 해외의료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여타 임상학문과 

달리 한국인에 의해 시작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첫 한국인 교장으로서 큰 학문적 업적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신 해관 

오긍선 선생님에 의해 우리나라의 피부과학교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며 전문진료 및 후학양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기를 돌아본 우리 피부과학교실은 긴 시간만큼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피부암과 베체트병으로 대표되는 여러 난치성 및 희귀피부질환 연구에 있어 가장 앞선 성과를 

국내외에서 공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선(光線)치료와 화학박피술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 술기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어느덧 300여명에 이르는 교실동문회인 ‘세미회’ 회원들과 함께 교실발전의 새로운 100년의 

도약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 축   사 | 연세의료원 의료원장 윤 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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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최초를 향한 도전의식을 계승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100년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피부과학교실 100년사는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교실사 발간으로 ‘옛 것을 본 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편찬위원회 위원들과 정기양 

주임교수님을 비롯한 피부과학교실 모든 교실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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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교실의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세브란스 의학교의 첫 한국인 교장인 해관 오긍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역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 대학의 큰 자랑이 

되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은 국내 최초의 피부과학교실로써 1917년부터 시작된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피부과학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100년의 긴 역사 동안 선도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음에는 피부과학 교실원과 동문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 

학문, 진료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 피부과학 교실원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진료 및 학문적 업적을 통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해관 오긍선 기념 학술강연회와 2003년부터 

시작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권위있는 세계 피부과학 

분야의 연자들과 함께하며 우리 피부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교실과 대학의 명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80주년사에 이어 20년만에 발간된 피부과학교실의 100년사 발간은 이러한 피부과학교실의 

역사를 담은 훌륭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피부과학교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동료 및 후배들 

에게 길이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특히 

 | 축   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 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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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나무들에게 또 다른 커다란 꿈과 희망을 주게 될 이번 책자의 발간은 피부과학 교실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100년사 발간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신 피부과학교실원 및 동문 여러분,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늘 

앞서 나가면서도 과거와 역사를 잊지 않는 자세야말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나아가야 할 

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부과학교실 100년사의 발간으로 피부과학교실뿐 아니라 의료원 

및 의과대학 전체가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피부과학교실의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 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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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푸르른 봄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100년사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 의과대학 132년 역사 중에 100년의 시간 동안 역사의 궤를 함께 해 온 피부과학교실이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100년사를 발간함을 동창회장이자 피부과학 

교실 동문으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세브란스 의학교의 첫 한국인 교장인 해관 오긍선 선생 

께서 1917년 초대 피부비뇨기과장으로 부임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피부과학교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피부과학교실로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만들어 갔으며 일찍이부터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해 연구 정신을 고취하여 우리 의과대학의 연구 역사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60년도에는 피부비뇨기학교실에서 피부과학교실로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며 다시 한번 

피부과학교실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남주 초대 피부과 주임교수를 

시작으로 피부과학교실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우태하 주임교수는 여드름과 화장품 

알러지 연구로 피부과의 영역을 미용분야로 넓혔으며 1977년부터는 제10대 주임교수이시던 

이성낙 선생께서 피부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해 해관 오긍선 선생을 기념하는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를 시작하여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국제 무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피부과의 선배님들은 선각자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 

나라 피부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에는 다양한 진료분야의 세분화를 이루며 진료와 

연구 모두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축   사 | 총동창회장  한 승 경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13 2017-04-14   오전 9:52:29



XIV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이러한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찬란한 역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하나의 큰 축이며, 

100년사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남기는 모습이 동창회장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동문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며, 비단 피부과학교실 동문들뿐 아니라 다양한 과,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지키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피부과의 현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부과학교실 동문 여러분의 역사 의식에 다시 한 번 찬사의 말씀을 보내며, 영원한 우리의 

모태이자 보금자리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구한 역사에도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역사이듯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동문임을 잊지 않고 과거 선배님들의 업적과 선각자 정신을 

갈고 닦아야 빛나는 발전의 역사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와 피부과학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피부과학 

교실의 10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한 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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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관 오긍선 선생님이 미국에서 피부과학 수련을 받고 돌아와 세브란스 의학교에 피부 비뇨 

기과를 개설한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피부과학교실의 역사는 우리나라 피부 

과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백 년의 시간 동안 교실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우리나라 피부과학을 선도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피부과학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부 

전문화에도 힘쓰며 아토피피부염, 건선과 백반증, 수포성질환, 피부외과 및 매독과 베체트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업적들을 쌓아 왔습니다. 외래 환자의 숫자나 질적인 

면에서도 국내 최대, 최고의 피부과의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 과장이신 오긍선 선생님은 선교 단체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수련을 통해 

연마한 선진 의술, 학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귀국한 분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학문적 열정과 함께,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분이지요.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수 시절에 시작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은 그의 평생을 이어져, 정년 퇴임 후에는 일생을 

고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에비슨 선생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 최초의 한국인 교장으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 축   사 | 동문회장 김 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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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사명과 소명을 되새깁니다. 선배들로부터 변함 없이 이어진 

피부과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과 임상에 대한 열정, 해관 오긍선 선생님의 신앙과 사랑, 그리고 

초대 한국인 교장으로 보여주신 탁월한 리더십이 후학들의 사명과 소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피부과학과 의학을 이끌어가는 연세의대 피부 

과학교실이 되길 기대하며 꿈꿉니다. 

교실 100년사 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교실과 의국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0년간 피부과학교실을 지켜 주시고 앞으로도 멋지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세미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동문회 세미회장  김 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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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교실의 개설 100주년을 자축하다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선구자인 해관 오긍선 선생이 피부과학 강의를 

의대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개설하고, 직접 수업을 담당하며 후진을 양성했다는 사실은 한국 

의학의 교육사적 의미에서도 주목하며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 세기 전인 1900년대 초 국내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다. 피부과학 

교실을 개설한 1917년 당시 시대상은 일본 제국에 강점당한 1910년과 기미독립운동이 발발한 

1919년 직전으로 사회가 극도로 큰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때인데, 그 

와중에도 선생이 인재 교육에 흔들림 없이 피부과학교실의 기초를 다지고 이끌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차원의 나라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다. 이는 당시 나라 걱정을 하던 우국지사들이 

교육만이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길이라 믿고 묵묵히 육영 사업에 전력한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그렇게 오긍선 선생이 설립한 피부과학교실은 일제강점기, 광복 후의 혼란기를 넘어 

1950~1953년 한국전쟁 중에도 흔들림 없이 고통받는 환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진료에 온 힘을 쏟음으로써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는 우리 피부과학교실을 거쳐간 모든 후학이 

길이 마음에 되새겨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이켜보면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은 무엇보다 역사의식이 올곧은 배움의 터전이었음이 분명하다.

필자는 선생의 얼이 스며 있는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선생의 후학으로, 주임교수로 동료 

 | 축   사 | 제10대 주임교수  이 성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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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배들과 함께 일정 기간 배움을 같이했다는 사실을 더없이 큰 긍지로 삼고 있다. 아울러 

금년 2017년 우리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제 우리 후학들이 선생의 뜻을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한 세기에 더욱 큰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때이다. 피부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우리 후학이 서로 힘을 모으길 간절히 

바라며, 연세피부학교실의 창립 100주년이란 큰 행사를 벅찬 가슴으로 자축한다. 

 2017년 5월

 제10대 주임교수  이 성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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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임교수인 오긍선 선생이 동경제국대학에서 피부과학 연구생활을 마치시고, 1917년 

귀국하시어 우리나라 최초로 피부과를 창설하신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함께 

했던 우리 모든 피부과 가족들과 함께 창립 100주년을 벅찬 감회로 자축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서울역 앞과 신촌의 척박한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근대식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시므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변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들이 더욱 가꾸고 노력하여, 우리 의료기관과 피부과학교실을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1969년 전공의 1년차로 교실원이 되어, 교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 연세대학교와 피부 

과학교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 

나라 의료, 연구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모든 교실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오늘날 세계속에 우뚝 선 피부과학교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업은 오긍선 선생을 비롯한 선대의 주임교수, 교수진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교실 

원들이 이룩한 토대 위에서, 후학들이 가꾸어 이뤄 낸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연구와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 속에 자리매김을 한 우리 교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낸 발전에 익숙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익숙한 일에는 더 이상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은 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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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뜻 깊은 교실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정기양 주임교수와 교수진들, 

그리고 모든 피부과 가족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2017년 5월

 제11대 주임교수  이 정 복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20 2017-04-14   오전 9:52:30



      전임 주임교수의 100주년 기념 축사    |    XXI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1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은 1917년 5월 14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피부비뇨기과로 설립되어 

1960년 피부과가 분리 독립되면서 이남주 교수님께서 초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되시어 

피부과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학문과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 오긍선 초대 주임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교실원 및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교실은 날로 성장하여 연구 실적이나 환자수 면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피부과학교실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부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 꽤 

바쁘게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공의들에게 선진 의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제퍼슨(Jefferson) 의과대학과 스탠포드(Stanford) 의과대학에 한 달씩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았습니다. 매년 4~5명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보냈고 현재는 제퍼슨과 

스탠포드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로 한 번씩 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과 1995년 우리 피부과학교실 주관으로 국제 심포지엄인 서울 국제 피부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피부과학교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 회장,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회장, 이사장, 대한광의학회 회장, 대한 

코스메틱학회 초대회장, 제 15대, 16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피부과 주치의를 역임하며 

대내외적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2007년 국내 처음으로 세계피부과학회 이사에 선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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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부과학교실의 후원과 교실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새 세브란스병원 건립 건축위원으로 위촉되어 외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 Mayo Clinic, Columbia 대학병원, 일본 동경대 병원, 준텐도 병원 등 여러 

병원을 방문, 벤치마킹하여 외래 설계에 반영하였는데, 우리 피부과는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과라는 의견을 관철시켜 조금이라도 피부과 외래를 넓게 배치 받고자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우리 피부과 외래를 들러보면 늘 환자도 많고 활기찬 모습에 우리 피부 

과학교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로 발간되는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100년사가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피부과학교실 100년사를 편찬한 현 주임교수인 정기양 교수와 

교실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감사드리고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5월

 제12대 주임교수  박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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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의 역사를 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사가 발간됨에 축하와 함께 남다른 

감회가 앞섭니다. 1996년 피부과학교실 제13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최초의 피부과학교실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꾸준히 국내 정상의 위치를 지켜온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들을 어떠한 형태로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음은 전임강사 시절에 연세대학교 100년사, 의학 100년사에 피부과학교실 역사 

소개를 집필하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해 11월 13일 모든 

피부과학교실 교수 및 의국원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6개월만에 국영문 570페이지의 피부과학교실 80년사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1997년 5월 

13일 발간되었습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제2대 과장이셨던 이영준 선생이 초대 과장인 오긍선 

선생의 교장 취임을 축하하며 쓴 글 가운데 우리교실의 탄생일이 1917년 5월 14일로 

명시되었음을 발견함은 진정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1996년 11월 22일 대한의사학회 

회장이셨던 고 기창덕 선생이 해관오긍선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이라는 제목으로 

1996년 대한의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하시고 의사학 제5권 제2호에 게재하셔서 

대외적으로 공인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피부과학회 5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교실의 역사가 왜곡됨에 이의를 제기하여 발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주임교수가 직접 

상임이사회에 나가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주장함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임교수 기간 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 연구소 설립 및 초대 소장, 주식회사 태평 

양과의 산학연구 5년간 10억 수주하여 각 교수 연구분야 지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 

준비 국내 1위 평가, 의료원 발전기금 초대 사무국장, 제9차 국제베체트병학회 서울 개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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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장,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이사 등 대내외적으로 정말 바쁘게 보낸 

기간으로 회고됩니다. 아울러 피부과 전공의 선발도 공개적으로 문호를 열어 자유 경쟁하도록 

하였습니다.

피부과학교실 80년사 발간 당시 편집후기를 보면 아직까지 교실의 역사가 정리된바 없었고,  

비전문가들이 짧은 기간동안 만들었기에 부족한 자료와 미비한 점들이 눈에 띄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교실이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되돌아 봄으로서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발간은 남다른 감회와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후학들이 진정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대감 입니다. 이번에는 국문, 영문으로 구별되어 책이 발간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외에 

우리교실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기양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한 편찬위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일취월장 발전해 나가는 피부과학교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제13대 주임교수  방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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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이 1885년 이 땅에 현대의학의 초석을 마련한 것처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피부과 진료와 교육을 한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피부과학을 선도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수많은 교실 선후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실의 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주임교수를 맡았던 지난 2000년도 중반은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에 있어서 

중요한 재도약의 시기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창립 120년을 맞음과 동시에 남대문 세브란스병원이 

세워진지 101년이 되던 2005년에 새병원이 개원을 하였고 같은 해 영동세브란스도 별관을 

완공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피부과도 외래진료 공간 및 시설을 개선하여 국내 최대 진료 

실적을 자랑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실의 연구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실적을 보여준 국외 연자들을 초청하여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심포지엄의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피부과학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지견을 습득하고 우수한 국외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국내 피부과학 연구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관심 있는 

연구주제와 연구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위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교실원의 숫자와 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실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교실과 동문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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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동문모임인 세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임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동문과 교실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를 지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실의 어깨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다고 생각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연세의료원의 정신을 

계승하여 진료를 통해 피부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치료하고 끊임없는 연구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 

속한 우리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교실의 100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의학 발전 

뿐만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교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제14대 주임교수  이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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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창설 100주년을 맞아 교실 10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자축하며 

먼저 교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교실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 후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교실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실의 책임을 맡았던 주임교수로서 

이번 교실사에 축사로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제 치하의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 현대의학의 개척자이시며 세브란스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셨던 해관 오긍선 선생님에 의해 1917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피부과학교실은 

수많은 원로 교수님들이 이루어 놓은 기틀 위에서 오늘의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피부과학교실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밀알이 이제는 국내외에 300여 명에 이르는 

세미회 동문들을 배출하여 곳곳에서 피부과학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실의 역대 주임교수와 선배, 동료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배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이룩해 놓은 오늘의 교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 주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피부과 외래가 옛날 병원 정문에 있던 

구건물 제중관에서 2005년 지금의 웅장한 새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사를 한 것은 제겐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또한 주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유능한 교수진과 의국원, 

세미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였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수인력 양성에 힘써 

 | 축   사 | 제15대 주임교수  이 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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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오늘의 교수진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뿌듯해 집니다. 

이 모두 우리 교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선배들의 업적을 잘 

계승시켜 훌륭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후학들의 책임일 것 입니다. 이를 위한 이정표로서 이번 

교실사에 수록된 많은 자료들이 피부과학교실의 미래 발전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피부과학교실의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본 교실사를 기획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정기양 주임교수를 비롯한 교실 100년 기념사업 준비위원들과 모든 

교실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세미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제15대 주임교수  이 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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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립 100주년을 함께 축하합니다! 

초대 주임교수이신 오긍선 선생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되어 목포, 군산 지역 선교병원에서 활동하시다가, 세브란스에 오셔서 1917년에 

피부과를 개설하셨습니다. 선교사 오긍선 선생님이 시작한 교실의 16대 주임교수를 맡아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 의과대학을 졸업 후, 1981년부터 피부과 생활을 시작하였고 교실 10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우리 교실에서 지낸 지 36년이 됩니다. 2011년 3월부터 4년간 주임교수를 역임 

하면서, 오긍선 선생님을 위시한 선배 주임교수님들께서 닦아 놓으신 터전 위에, 우리 교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에 부담을 갖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부족함이 많았 

습니다. 

저의 주임교수 시절, 몇 가지 기억나는 점들을 기록합니다. 

1.   교실원들이 함께 교실의 비전과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전체 교실원들을 대상으로 교실의 

비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하였습니다. 27개가 모였고, 각 직급별 대표들의 

모임인 ‘교실발전 모임’에서 1차 심사를 하여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3개 (STARS, 

FIRST, PEARL)를 골라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와의 화상회의 (2011년 8월 31일)를 통해 

투표로, ‘STARS’를 교실의 슬로건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어두운 밤길을 

밝혀 주는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슬로건 

입니다. 세브란스 피부과 교실은 (Severance)는 신뢰받는 피부과 (Trust), 배우고 싶은 피부과 

 | 축   사 | 제16대 주임교수  이 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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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desire), 연구하는 피부과 (Research with passion), 사랑을 실천하는 (Sharing of 

love) 피부과가 되길 원한다는 의미합니다. 

2.   주임교수 기간 동안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진료 1위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 피부과 연구 

논문 업적부분 1위도 계속하였습니다.

3.   교실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임 주임교수 시절 두 번의 발전기금 모금이 있어서, 

세미 회원들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시작하였지만, 일시 후원금, 매달 정기 후원금 

모두 7억 6천여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교실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4.   피부과 공간확장을 했습니다. 새 세브란스병원에 오기 전 피부과가 사용하기로 계획했다가 

다른 과(가정의학과)가 사용 중이던 피부과 옆 공간을 모두 얻어서 피부외과 수술실과 처치 

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병원장실과 접촉하며 

노력했는데, 좋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5.   주임교수 기간 중 우리 교실에서 조교수와 강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대학에서 일하게 되

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우리 교수들뿐 아니라 우리 교실로서도 감사한 일이 었

습니다. 인천 국제성모병원 (김희수), 대구 계명대학 (오병호), 여의도 성모병원 (김미리), 수원 

성빈센트 병원 (배정민)입니다. 

6.   한 달에 한 번 교실원들이 모여서 외부 강사의 특강을 듣고, 생일 축하도 하면서 교실원들의 

소식을 나누는 ‘사랑의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7.   정기적으로 각 직종 대표들이 모여 교실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차기 교실발전 세미나의 

주제들을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8.   의사, 간호사,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엑시엄’ 이란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에 대해 배우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노력 덕분에 상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실 모든 분들과 발전기금 모금에 도움을 주신 세미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임교수를 하면서 배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주임교수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 놓지 못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이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실이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처럼, 저도 주임 교수 시절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계속 더 발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17년 5월

 제16대 주임교수  이 민 걸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30 2017-04-14   오전 9:52:31



교 실 비 전        |    XXXI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비전 도안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제16대 주임

교수인 이민걸 교수가 2011년, 우리 교실의 비전

을 선포하였다. 교실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슬로건

을 교실원들로부터 공모를 받았고 제출된 27개의 

슬로건 중 당시 오병호 강사(현, 계명의대 피부과

학교실)가 제안한 “STARS”가 최종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S는 세브란스병원(연세의대) 피부과

를 의미하며, T, A, R, 및 S는 각각의 교실 비전을 

의미한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비전 도안  1

The vision of
Severance, Dept. of Dematology
Trust among patients and clinicians
Academic interest
Research with passion
Sharing of love

교 실 비 전 

1. 피부과학교실은 피부과 교실원과 동료 교직원 및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신뢰 받는 교실이 된다. 

2. 피부과학교실은 학생이나 교실원들에게 배우고 싶은 교실이 된다. 

3. 피부과학교실은 피부 질환의 퇴치를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교실이 된다.

4.   피부과학교실은 구성원 모두가  나눔을 통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고, 이를 주위와 공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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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연도 사건, 인물 활동내용

1885 광혜원 설립 매독을 비롯한 피부병 치료

1910 사립세브란스의학교에 피부과가 

정식과목으로 개설

에비슨이 피부과 강의를 맡음

1911 의학부 제2회 졸업식 당시 학적부에 피부병학 강의 기록

1913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 오긍선이 남장로교회에서 파견되어 옴

1917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개명

피부생식비뇨기과 신설(5.14)

오긍선 초대 과장 겸 주임교수 취임

국내 최초로 고아원과 양로원 설립

1924 폐창운동, 성병환자 통계 발표

1934 이영준 제2대 과장 취임

1943 이학송 제3대 과장 취임

1945 조선피부비뇨기과학회 창립

1947 이상요 제4대 과장 취임

1950 왕종순 제5대 과장 취임

1955 이남주 제6대 과장 취임

1956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분리

1959 왕종순 제7대 과장 취임

1960 피부과학교실과 비뇨기과학교실 분리

이남주 제8대 주임교수 취임

대한피부과학회지 창간호 발간

1966 우태하 제9회 주임교수 취임

1975 이성낙 제10회 주임교수 취임

1977 제1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Theodor Nas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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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사건, 인물 활동내용

1978 원주의대 피부과 창설 제2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Otto Braun-Falco)

1979 제3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Urs W. Schnyder)

1980 제4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Harold O. Perry)

1981 세미회 창립 제5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Atsushi Kukita)

1982 국내 최초로 19S(IgM)FTA 등 

매독혈청학적 진단방법 도입

제6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Enno Christophers)

1983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개설 

조정구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제1대 

과장 취임

용인, 광주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개설 

베체트병 특수클리닉 개설

백반증 특수클리닉 개설

광선치료실 개설

제7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Ferdinand Müller)

1984 이정복 제11대 주임교수 취임

영동세브란스병원 매독혈청학적 

진단방법 도입

제8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ohn S. Strauss)

1985 제9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Klaus Wolff)

1986 알레르기 특수클리닉 개설

영동세브란스병원 건선, 백반증 

특수클리닉 개설

제10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A. Bernard Ackerman)

제1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1987 인천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개설 제11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 Graham Smith Jr.)

제2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1988 광선검사실 개설 제12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Stephen I. Katz)

제3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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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사건, 인물 활동내용

1989 제13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Ruggero Caputo)

제4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1990 박윤기 제12대 주임교수 취임 

레이저치료 도입

제14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Irwin M. Freedberg)

제5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제1회 Symposium of Photomedicine 개최

1991 영동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 

개설

제15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Paul R. Bergstresser)

제6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제1회 International Course on Phototherapy and 

Phototest 개최 

제2회 Symposium of Photomedicine 개최

1992 영동세브란스병원 여드름 특수클리닉 

개설

제16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Hideoki Ogawa)

제7회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개최

제2회 International Course on Phototherapy and 

Phototest 개최

1993 세영회 창립 제17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ames J. Nordlund)

제1회 서울 국제피부과학 심포지엄

1994 제18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Karen A. Holbrook)

1995 탈모 특수클리닉 개설 제19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ean-Paul Ortonne)

제2회 서울 국제피부과학 심포지엄

1996 방동식 제13대 주임교수 취임 제20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Barbara A. Gilchrest)

1997 제21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Thomas J. Lawle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8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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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사건, 인물 활동내용

1998 제22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Grant J. Anhalt)

1999 제23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Constantin E. Orfanos)

2000 제24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ohn R. Stanley)

2002 이승헌 제14대 주임교수 취임 제25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Gerd Plewig)

2003 제26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effrey P. Callen)

제1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4 제27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Mark C. Udey)

제2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5 제28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Peter M. Elias)

제3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6 제29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ouni Uitto)

제4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7 이광훈 제15대 주임교수 취임

영동세브란스병원 인체보호막연구소 

개설

제30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Larry N. Cook, Xue-Jun Zhang)

제5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8 영동세브란스병원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개명

제31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Timothy M. Johnson)

제6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09 제32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Thomas Bieber)

제7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0 제33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George Cotsarelis)

제8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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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사건, 인물 활동내용

2011 이민걸 제16대 주임교수 취임 제34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ean L. Bolognia)

제9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2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이전 및 

리모델링

제35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Lars E. French)

제10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제1회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2013 제36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Thomas S. Kupper)

제11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제2회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 심포지엄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4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확장 및 

리모델링

제37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John A. McGrath)

제12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제3회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2015 정기양 제17대 주임교수 취임

흉터성형레이저센터 개설 

제38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Ervin H. Epstein Jr.)

제13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5 연세의대 면역질환연구소 심포지엄

2016 제39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

(연자: Richard D. Granstein)

제14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제4회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8 2017-04-14   오전 9:52:32



02  교 실 연 혁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9 2017-04-14   오전 9:52:32



10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서양의학의 도입은 1885년 미국 선교

사 알렌에 의해 설립된 광혜원(곧 제중원으로 개칭됨)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제중원에서는 외과술을 중시하였지만 매

독을 비롯한 피부병 역시 치료하고 있었다 1,2. 1894년 제중

원의 운영권은 미 선교부에서 전적으로 담당 관리하며 병

원·학교로 재조직하였는데 제중원 의학교를 두어서 광혜원 

때부터 해오던 의학교육을 실질화하였으며, 당시 책임자인 

에비슨은 피부과 교과서 번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

아 제중원에서 피부과는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3~5. 에비슨 박사는 1904년에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의 기부금으로 병원을 신축하였고, 1908년에는 

의학부에 재학하던 학생들에 대한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

으며 1911년에는 제2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당시의 학적

부에 피부병학의 강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 후 1909년 한국 

정부의 교육령에 의해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라는 명칭의 

정식인가를 받았고, 1913년 1월에 한국 내 각과 선교의사파

견 연합체제가 성립되면서 학교명을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

교로 개칭하였다 6. 따라서 한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과 

선교의사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0

2  교
 실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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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시초이자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1885)

오긍선(1878~1963)은 1907년 미국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루이빌 시립병원에서 피부과를 수련

하고 1907년 11월 귀국하여 남장로교회의 선교의사로 군산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사

업 및 의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었다 7,8. 그러던 중 오긍선은 1913년 5월 12일에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조

교수로 파견되어 해부학 및 병리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1916년 4월에는 동경제국대학 의학부 피부비뇨

기과에 1년간 유학을 하였다. 당시 세브란스 의학교는 1910년부터 이미 피부과학이 정식과목으로 개설

되었으며 에비슨이 강의를 맡았다 9. 1917년 5월 14일 전문학교로 승격되어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로 개명되던 날 오긍선은 교수로 발령되면서 피부생식비뇨기과 과장 겸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피부비뇨기과학 교실이 신설되었으니 이는 우리 교실의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이자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큰 도약이라 할 수 있다 10,11. 당시 신설하면서 작성한 1917년의 교과과정의 과목은 “피부 생

식 비뇨기병과”로 되어있으나, 오긍선의 전공은 피부과학으로 세브란스의 피부비뇨기과학은 피부과학

이 주된 교과과정을 이루었다고 여러 문헌에 기술되어 있으며, 질병 위주로 학생교육 및 임상실습이 

이루어졌다 12,13. 그는 1924년경부터 성병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 매독 등 성병환자통계를 제시하며 공

창을 없애자는 폐창 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보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29년 9월에는 서울을 떠나 일

본,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여러 의과대학의 피부과학 연구 상황을 돌아보았으며, 오스트리아 빈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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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6개월간 연구생활을 한 후 1930년 5월에 

귀국하였다. 1934년 6월에는 조선의학회 총회에

서 조선의학회 평의원, 1935년 봄에는 일본피부

과학회와 일본비뇨기과학회의 평의원으로 피선

되었다. 1937년에는 모교인 미국 루이빌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이는 한국인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34년 오긍선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운영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고아원과 양

로원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였다. 그는 성실한 피부과 교수였고, 학교장으

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며, 

선교사적 사명으로 사회봉사에 일생을 바친 선

각자였으며, 그 공로로 1962년에 소파상을, 1963

년에는 대한민국장을 수여 받았다 14-15.

 ■ 오긍선 선생 (앞줄 오른쪽 첫 번째) 미국 유학시절 (1902~1907년)

 ■    오긍선 선생 (중앙)과 비엔나 의과대학의 오펜하임 교수와 교실
원 (1930년)

 ■ 오긍선 선생 (윗줄 오른쪽)과 고아들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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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준 교수 (진료실, 1937년)

이영준(1896~1968)은 1927년 세브란스의학 전문학교

를 졸업하였으며, 1930년 동경제국대학 피부과에 유학

하고 1931년 귀국하였다. 1933년 ‘나병의 혈청반응과 조

직중의 유지방체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임상

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34년에 제2대 과장에 취임하여 1942년까지 역임하

는 동안 본 교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세브란스부속 병원장(1935~1938)을 역임하였고, 1943

년에 제3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병

원 및 학교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에도 관심이 

커 한국민주당 재정부장, 제헌국회의원(1948~1950), 

제4~6대 국회의원(1958~1967), 국회부의장, 민정당 

간사장, 국회 문교사회분과 위원장, 대한 적십자사 사

무총장 등의 중요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   이영준 교수, 오긍선 선생, 최동 교수, 김명선 교수, 이용설 교수  
(앞줄 왼쪽부터 뒷줄 왼쪽 순,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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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긍선 선생과 이학송 교수 (왼쪽부터, 1932년)

이학송(1907~1981)은 1932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를 졸업하였으며 1943년에서 1946년까지 제3대 과장

으로 우리 교실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1943년에 34세

의 젊은 나이로 세브란스 부속병원장을 맡아 병원운영 

및 행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는 비

뇨기과학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1939

년 동경제대 의학부 비뇨기과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본 교실을 떠난 후 1949년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1966년에는 

대한비뇨기과학회 명예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본 

교실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오늘날의 수련의(인턴, 레

지던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상요는 1933년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47년에서 1949년까지 우리 교실의 제4대 과장을 역임하

였다. 1950년 6. 25동란으로 학교와 병원은 부산으로 옮겨가 문을 열었으나 교실원은 모두 헤어져 당분간 공백

기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51년 4월 거제도세브란스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서 본 교실에도 왕종순, 이

남주 등이 다시 복귀하였다.

 ■ 왕종순 교수 (진료실,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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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순(1916~1996)은 1939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였으며 제5대(1950~1955)와 제 7대(1959. 7~1960. 3) 과

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 뉴저지주의 하켄삭(Hackensack)병원, 뉴욕시립 링컨병원 

및 펜실바니아 앨린타운병원에서 비뇨기과학을 수학하고 귀국한 후 초대(1960. 3~1981) 비뇨기과 주임교수가 

되었으며,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1966~1968)을 역임하였다. 1976년 문교부장관 표창, 1977년 국민훈장 동백

장, 1981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이남주(1923~1972)는 1955년에서 1958년까지 제6대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1960년 차이나 메디칼 보드 연구비

를 받아 도미하여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연구한 후 귀국하여 제8대 과장이면서 비로소 독립된 초대

(1960~1966) 피부과학교실의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시행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피부비뇨기과는 그렇지 못

했다. 한 과 내에서 피부과와 비뇨기과의 분리된 두 임상과의 형태로 유지되는 상태였다. 1945년 10월 27일 조

선피부비뇨기과학회 발기회를 가지고 그 해 11월 10일 조선피부비뇨기과학회가 창립되었다. 그 후 1954년 6월 

20일 대한피부비뇨기과학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대한피부비뇨기과학회를 피부과와 비뇨기과로 분리하여 대

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로 독립시키기로 결의하고 각 학회에서는 회칙을 마련하고 1956년부터 시행하

였다. 그러나 각 학회의 회보는 1960년에야 대한피부과학회지와 대한비뇨기과학회지로 나누어 창간호를 발간하

였다. 교실의 분리는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대학에서는 1960년에 피부과와 비뇨기과학 교실

이 분리되어 이남주가 초대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설립초기에는 본 교실의 왕종순, 이상요, 

신시우, 윤유선, 차영록, 이남주, 이학송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이남주

와 김을성은 제20대(1968~1969) 및 제24대(1972~1973) 대한피부과학회장을 역임하였다.

 ■ 이남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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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하는 1945년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

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이후 1959년 본 교실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후 교수직에 봉직하

고 있다가 1965년 차이나 메디칼 보드 연구비를 받아 도미하여 미국 뉴욕대학에서 초

청교수로 1년간 연구 후 1966년 귀국하였다. 1974년까지 제9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

며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았다. 주임교수직을 사임 후에도 제31대

(1982~1984) 대한피부과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였으며 대한피

부과학회 사무실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 우태하 교수 (진료실, 1967년)

이성낙은 1966년 서독뮌헨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2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피

부과학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1975년에 Habilitation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 해에 귀

국하여 1984년 4월까지 제10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재임 중 국제적 학술교류

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교실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외의 새로운 의학지식을 신

속히 습득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각 교수들의 세부 전문분야 개척에 전력하여 이

를 확립시킴으로써 우리교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

히 베체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 1983년 11월 10일 국내 최초로 안과, 이비인후과 협조 

하에 베체트병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고 이후 국제베체트병학

회 회장(2008~2012)을 역임하였다. 1985년에는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의

료원 발전에 힘썼다. 1990년에는 신설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초대학

장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으로 봉직하였고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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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7년까지 가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에는 대한피부연구학회 회장을 맡아 학

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예술 및 사회분야에도 많은 대외활동을 보여 2009년부터 (사)현대미

술관회 회장 및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국

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윈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자유컬럼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복은 196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친 후 1978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7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78년 스웨덴 

문부성 연구비를 받아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서 비타민 A의 피부 내 대사과정을 연구하였고 

1982년 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 매독 혈청학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미국 NIH 연구비를 

받아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성병학 분야에 대해 1년간 연구 후 1984년 귀국

하여 그해 5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제11대 주임교수직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피부과의 기초연구 

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1991년에는 연구 중심 학회인 대한피부연구학회를 창설하

여 초대 이사장직을 역임하였다. 국내 최초로 19S(IgM)-FTA 등 매독혈청학적 진단 방법을 도

입, 확립하는 등 매독학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다. 1996년에는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을 맡아 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퇴직 이후에도 재임 중 대학에서 독창적으로 확립한 여드

름 흉터의 화학박피술 등을 적용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박윤기는 196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4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본 대학

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5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79년 독일 뭔헨대학교 

피부과에서 연수 후 1982년 문교부 연구비로 1년간 하버드대학교 부속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피부과에서 광선치료학을 연구한 후 귀국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광

선치료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건선, 백반증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광의학분야

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 3월부터 1996년 1월까지 본 교실의 제12대 주임교수를 역

임하였으며, 1993년과 1995년에는 본 교실과 미국 Jefferson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과 3일 간

에 걸친 서울 국제피부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993년부터 전공의들이 Jefferson 의과

대학에 1개월씩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3년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199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 2000년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회장, 2004년 대한백반

증학회(당시 대한피부과학회 백반증 연구분과위원회) 초대회장 및 2004년 대한피부과학회 회

장을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07년 국제피부과학연맹(ILDS)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의료원 내에서도 1996년에 세브란스병원의 제2진료부원장, 1997년부터는 제1진료부원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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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의료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동식은 197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3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985

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3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85년 일본 

가와사끼의대 및 쥰텐도의대에서 1년간 연수한 후 귀국하여 미세구조, 형태학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베체트병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 활발한 연구 업적을 보였으며 1996년 2월부터 본 교

실의 제13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97년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장, 2004년 국제베체트병

학회 사무총장, 2007년 대한베체트병학회 회장 및 2014년부터 국제베체트병학회 부회장을 맡

아 국내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소장과 적정진

료관리실장, 2007년 세브란스병원 제1진료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

하였다. 2015년 정년퇴임 후에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

성과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승헌은 197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2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985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89년 미국 캘

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의대(UCSF)에서 1년간 피부장벽에 대해 연수한 후 귀국하여 피부의 

장벽기능 및 이와 관련된 피부질환 연구에 매진하여 국내 피부장벽 연구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

였고 피부장벽 및 화장품 분야 연구에 큰 업적을 보였다. 2002년 9월부터 본 교실의 제14대 주

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99년 한국피부장벽학회 회장, 2006년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회장, 

2010년 아시아태평양 피부장벽학회 회장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 운

영위원회 위원장 등 보건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광훈은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987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89년 미국 에

모리대학교에서 2년간 혈관내피세포의 생물학에 대해 연수한 후 귀국하여, 이를 이용한 베체트

병과 피부노화 분야의 큰 연구 업적을 보였고 최근에는 아토피피부염 병인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토피피부염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난치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들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아토피피부염의 면역기전 연구와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였

다. 2003년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7년 3월부터 본 교실의 제15대 주임

교수를 역임하였다. 2001년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장, 2009년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을 맡아 

두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 연세대학교 의과학연구지원처장, 2014년부터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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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스 연구중심병원 유닛책임자를 맡아 의료원의 연구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찬은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3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988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6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 존

스홉킨스대학에서 2년간 자가면역 수포성질환에 대해 연수한 후 귀국하여 이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였고, 수포성질환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국내 자가면역 및 유전 수포성질환

의 진단법과 치료법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대한피부연구학회 총무이사, 2002년 강남

세브란스 임상연구센터장 등 학회 및 의료원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1년 서울에서 개최

된 제22차 세계피부과학회의 사무총장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이끌었으며, 2009년부

터 유럽피부과학회(EADV)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국제 학술활동을 수행 중

이다.

이민걸은 198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4년 본 교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986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부터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1991년 미국 국

립보건원에서 2년간 수지상세포에 대해 연수한 후 귀국하여 피부면역학 및 매독감염 연구에 활

발한 업적을 보였다. 특히 매독, 접촉피부염, 피부암 환자들의 진료에 매진하고 최근에는 수지상

세포연구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연구와 진료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

다. 2011년부터 본 교실의 제16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2005년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

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습공동체 위원장 및 다수의 교육관련 위원회

에 활동하며 의과대학생 교육에 큰 헌신을 하여 201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알렌의학교육상

을 수상하였다. 

정기양은 198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8년 본 교실수련과정을 마치고 1993년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미국 토마스제퍼슨의대에서 2년간 결체조직의 

유전자조절에 대해 연수 후 귀국하여 1996년부터 본 교실의 교수직에 봉직하고 있다. 진료분야

에서는 피부암의 외과적 치료, 경피증 등 자가면역질환 및 피부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매진

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흑색종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 본 교실의 

제17대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부회장, 2015년부터 대

한피부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19 2017-04-14   오전 9:52:36



20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연세의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선배들을 밑거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교실은 1978년 

신설된 원주의과대학의 피부과를 창설하는 산파역을 하였다. 초기에는 진홍상 교수를 초대 과

장(1978~1979년)으로 시작하여 교수요원을 순환 근무토록 하였으나 1987년 3월 독립된 교실

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7대 과장 겸 주임교수 서리로 방동식 교수(1987~1990년)와 8대 과장 

겸 주임교수 서리로 강원형 교수(1990~1991년)를 거쳐 이승헌 교수가 9대 과장 겸 초대 주임교

수(1991~1992년)로 취임하여 독립된 교실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후 김수찬, 안성구, 이원수, 최

응호 교수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2017년 현재 이원수 주임교수가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

실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원주의과대학의 피부과학교실은 연세의 울타리 안에서 자매교실로서 

우리 교실과 전공의 교환교육 및 활발한 학술교류를 가지고 있다. 

1983년 4월 서울 강남지역에는 본 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인 영동세브란스병원이 개원되어 피부

과가 개설되었다. 초대과장(1983~1984년)인 조정구 교수는 아토피피부염 및 알레르기 환자 진

료를 중심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세미회의 창립에도 큰 역

할을 하였다. 이후 이정복 교수(1984~1986년), 박윤기 교수(1986~1989년), 방동식 교수(1991

년), 이승헌 교수(1992~2000년) 및 김수찬 교수(1990년, 2001년~현재)가 임상과장을 역임하

며 지속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6 1983년 11월부터는 자병원인 용인 및 

광주세브란스병원의 피부과 요일진료를 하였다. 1991년 2월 광주세브란스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

원으로 흡수통합 되었고 이후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피부과는 요일 진료가 계속되다가 2005년까

지 피부과 전임 스태프에 의한 진료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선 이미 진료를 하고 있던 

인천세브란스병원에 1987년 피부과가 신설된 후 계속 진료를 해 오다가 1999년 폐쇄 이전까지 

전임 스태프에 의한 진료가 지속되었다.

본 교실의 연구 및 특수진료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로 FTA-ABS (1972년), 19S(IgM)-FTA 

(1983년) 등 매독의 혈청학적 진단방법을 도입하고 확립시킨 바 있으며, 1983년 개설된 베체트

병 특수클리닉은 현재 약 19,000여 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단일 연구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있다. 1984년에는 

광선치료실이 개설되어 백반증과 건선의 광선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광선검사실

도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광의학 전문클리닉으로 발돋움하였다. 196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kit를 사용하여 첩포시험을 실시한 이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연구가 계속되

어 왔고 1986년에는 알레르기 클리닉이 개설되어 각종 피부 알레르기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또

한 수포성질환의 특수클리닉에서는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기법의 도입으로 여러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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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을 확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89년부터 화학박피술과 1990년부터 레이저치료를 도입하였고, 피부암, 피부외과 분야의 빠

른 발전으로 2013년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를 달성하는 등, 현재에는 악성흑색종 등 피부암

의 수술적 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피부과학교실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세브란스병

원 새병원 건립 이후 피부과 진료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는 세브란스병원 본원

의 경우 연간 10만명 이상의 피부과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부동의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

고, 강남세브란스병원도 2016년에 약 4만 8천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진료실적 면에서

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17년 교수요원의 수는 총 15명에 이르러 교수 6명, 부교수 2명, 조교수 2명, 강사 5명이 봉직

하고 있고, 전공의는 15명이 수련 받고 있다. 피부과학의 세계적 발전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본 교실은, 일찍이 교수요원 각자의 전문분야 개척을 서둘렀고, 해외연수, 부단한 연구 등을 통

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각 교수들의 전문분야가 장착되었다. 교수 이승헌은 피부장벽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화장품 등 실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교수 이광훈은 아토피피부염의 기

초연구 및 면역학적 표적을 이용한 신약 등 관련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수 김수찬은 수포

성 피부질환 기초연구 및 세포치료법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진행 중이며, 교수 이민걸은 건

선과 접촉피부염의 병인연구 및 다양한 건선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를 수행 중이다. 교수 정기양

은 피부암의 수술적 치료를 중심으로 피부외과분야의 환자진료 및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으

며, 교수 이주희는 신설된 흉터성형레이저센터를 중심으로 미용피부 분야의 진료와 다양한 산

학협업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교수 오상호는 백반증 등 색소

질환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 중이며, 부교수 노미령은 피부암 및 피부외과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조교수 박창욱은 미국 하버드의대 장기연수 후 2016년부터 본 교실에

서 피부 T세포에 대한 기초연구 및 아토피피부염 임상연구를 수행 중이며, 조교수 김도영은 베

체트병 기초 및 임상연구와 모발생리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분위기가 크게 고취되

면서 교실 소속의 연구실과 많은 실험기자재, 실험연구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 1년간 

발표된 국내외 논문만도 총 73편으로 이중 67편이 국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그 동안 본 교실의 주관 하에 많은 학회, 워크샵 등의 국내외적 행사가 이루어져 본 교실 및 우

리나라 피부과의 학문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2년 5월 20일에는 제34

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되어 서울피부병리심포지엄이 본교가 주관하여 개최

되었으며, 당시 Gunter Burg, Helmut Wolff, Donald MacDonald, A. Bernard Ackerman, K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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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ubar, Yoshiharu Miki, Theodor Nasemann, Young C. Kauh 등의 연자가 초청되어 피부병

리의 최신지견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국내회원들과 다양한 질병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국내 피

부병리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

강연회는 1977년 이성낙이 주임교수로 재직 시 시작되어 연세대학교의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1회는 서독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Theodor Nasemann 교수를 연자로 초청하였고, 

2016년 제39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피부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하여 우리나라 피

부과학의 학문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피부과학회의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제26회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부터는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여 국제 학술행사로 발전시켰으며 2016년까지 제14회에 이르고 있다. 

정부 대외 기술공여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단의 지원 하에 해외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

육인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1986년~1992년, 총6

회)와 International Course on Phototherapy and Phototest(1991년, 1992년, 총2회)를 시행하

였으며, 국내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Symposium of Photomedicine(1990년, 1991년, 총

2회)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1993년과 1995년에는 토마스제퍼슨의대와의 교류를 통해 두 차례

의 서울 국제피부과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 외 2008년부터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2012년부터 안면해부워크샵, 2015년 면역질환연구소 심포지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 

교실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미회는 우리교실 동문의 정기적인 모임일 뿐 아니라 교실 발전의 큰 후원자가 되고 있는데, 

이는 1981년에 회칙이 정해지며 정식 모임으로 출범되었으며, 2017년 현재 283명의 정회원과 

22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외형적으로도 매우 큰 단체가 되었다. 본 모임의 회원은 선배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후배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취지로서 본 교실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업 

의사들도 자리를 같이하여 학술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고 교실 선후배 사이의 정

을 돈독히 하기 위해 신년모임 및 송년모임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교실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모임이다. 세미회의 하부 모임으로 막토회, 세련회, 세영회, 원주스킨즈 

등의 소모임을 두어 그룹별로 더욱 돈독한 교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교실의 오늘의 이와 같은 전통과 위상은 모두 서양의학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개화의 씨앗

을 뿌린 선교사들과 현대적인 피부과학의 꽃을 피우게 하신 해관 오긍선 선생과 같은 선각자들

에 의해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니, 항상 “세브란스”에 관심을 가지고 모교를 도우라는 그 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그 굳건한 뿌리 위에서 더욱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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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선각자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제 100년을 맞이한 우리 교실의 역사는 곧 우리나

라 피부과학의 역사가 되고 있으니 우리들은 국내 최고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학문을 국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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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진 료 부 간호부 및 직원

2017 교수진 전공의

교   수 이승헌 4 년차 곡원호 외래간호사 박금영

이광훈 이민석 남경애

김수찬 임정민 정현경

이민걸 최지영 황서영

정기양 3 년차 이재원 박지윤

이주희 이영인 최정은

부교수 오상호 김지언 김   현

노미령 박세현 김구은

조교수 박창욱 2 년차 오영주 조은별

김도영 황신원 반경진

연구조교수 이상은 박해석 이나래

신정우 1 년차 김제민 간호부 박원기

임상연구조교수 김지희 오종욱 권미숙

이시형 서성훈 비    서 김이숙

강   사 김태균 조미연 송다은

이민경 김혜림

김종훈 임상병리사 장남수

광선검사실 정나리

피부관리실 나다정

송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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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외 래 교 수

2017 교   수 이정복 함익병 조교수 정우길

김종기 조성환 장재용

고창조 이일주 김현정

김덕현 장성남 김희정

박한성 김남수 박진모

김홍직 송민석 노효진

이원호 곽   호 정진영

김중기 윤경한 도정은

전수일 문태기 조성빈

김지호 이승민 김대석

이정수 봉하욱

김영근 박상훈

강진수 유정환

전혜원 최현주

탁미진희 강진문

한충섭 김영구

박희용 신항계

장경훈 이종서

한승경 조흔정

김동건 유철호

한신원 김영기

남인환 장진곤

김형주 이유득

황규광 정혜신

김양안 부교수 차명수

양동순 이상주

성열오 위성호

황선영 조영훈

이인준 정예리

황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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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하병원 피부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

  강남 (舊 영동)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

1대 조정구 1983~1984

2대 이정복 1984~1985

3대 박윤기 1986~1989

4대 김수찬 1990

5대 방동식 1991

6대 이승헌 1992~2000

7대 김수찬 2001~현재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

진홍상 1978. 3 ~ 1979. 2

박윤기 1979. 3 ~ 1980. 2 

이정복 1980. 3 ~ 1981. 2

고창조 1981. 3 ~ 1984. 2

전수일 1984. 3 ~ 1985. 2

강원형 1985. 3 ~ 1987. 2 

방동식 1987. 3 ~ 1990. 2

강원형 1990. 3 ~ 1991. 2

이승헌 1991. 3 ~ 1992. 2

김수찬 1992. 3 ~ 1993. 5

*이후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독립적인 교실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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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

이민걸 1987. 3 ~ 1991. 8

이광훈 1991. 9 ~ 1992. 5

전수일 1992. 6 ~ 1993. 8

이민걸 1993. 9 ~ 1994. 2 

전수일 1994. 3 ~ 1994. 8

이민걸 1994. 9 ~ 1996. 2

*이후 인천세브란스병원은 페쇄되었음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

김덕현 1983. 11 ~ 1986. 4

김수찬 1986. 5 ~ 1988. 9

유   욱 1992. 9 ~ 2005

*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주2회 근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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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Visiting Professor

Otto Braun-Falco, M.D. Professor and Chairman 

Dermatologische Klinik

Der Universitaet München

Germany

KJ.W. Schnyder, M.D. Professor and Chairman 

Dermatologische Klinik 

Universitaet Zurich 

Switzerland

Enno Christophers, M.D. Professor and Chairman 

Director

Institute of Dermatology 

Kiel, Germany

Theodor Nasemann, M.D.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Dermatology 

Dermatologische University Hautklinik 

Hamburg, Germany

Lawrence C. Parish, M.D.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Philadelphia, USA

Young C. Kauh, M.D.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Philadelphia, USA

Michael J. Im, M.D.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Plastic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altimore, USA

Jouni Uitto, M.D.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Jefferson Medical College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USA

Eugene A. Bauer, M.D.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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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피부과학회

이름 기간 보직명

이남주 1968 ~ 1969 회장 (제20대)

김을성 1971 ~ 1972 부회장 (제23대)

1972 ~ 1973 회장 (제24대)

우태하 1971 ~ 1973 부회장 (제23,24대)

1982 ~ 1984 회장 (제31대)

이정복 1998 ~ 1999 부회장 (제40대)

2003 ~ 2004 회장 (제46대)

박윤기 1995 ~ 1997 이사장 (제15대)

1999 ~ 2000 부회장 (제41대)

2004 ~ 2005 회장 (제47대)

이승헌 2009 ~ 2010 부회장 (제51대)

이광훈 2009 ~ 2011 이사장 (제22대)

2014 ~ 2015 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찬 2011 ~ 2013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민걸 2013 ~ 2014 교육위원회 위원장

2. 피부연구학회

이름 기간 보직명

이정복 1991 ~ 1993 초대 이사장

이성낙 1997 ~ 1999 회장

방동식 1997 ~ 1999 이사장

2011 ~ 2011 회장

이광훈 2001 ~ 2003 이사장

2013 ~ 2015 회장

김수찬 2013 ~ 2015 이사장

2015 ~ 2017 학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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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보직

이름 기간 보직명

오긍선 1934 ~ 1941 세브란스의전 교장 (제2대)

이영준 1935 ~ 1938 세브란스의전 부속 병원장

1941 ~ 1945 세브란스의전 교장 (제3대)

이학송 1943 세브란스의전 부속 병원장

이성낙 1985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정복 1994 ~ 199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중앙연구실장

1996 ~ 1998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1999 ~ 20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위원장

박윤기 1996 연세의료원 제2진료 부원장

1997 ~ 1999 연세의료원 제1진료 부원장

2001 ~ 2003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관장

2005 ~ 200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김동건 1997 ~ 2000 영동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부 차장

방동식 2000 ~ 200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소장

2002 ~ 200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장

2005 ~ 2006 연세의료원 발전기금 사무국 사무국장

2005 ~ 2007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실장

2007 ~ 2010 세브란스병원 제1진료부원장

2008 ~ 20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사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JCI 재인증 준비위원장

이승헌 2001 ~ 2002 영동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부 부장

2004 ~ 200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소장

2007 ~ 2009 영동세브란스병원 부원장

2007 ~ 2012 인체보호막연구소 소장

이광훈 2000 ~ 200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연구부장

2002 ~ 2005 연세대학교 의과학연구지원처 처장

2007 ~ 20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소장

2014 ~ 20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질환연구소 소장

김수찬 2002 ~ 2006 영동세브란스병원 중앙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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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간 보직명

이민걸 2005 ~ 2011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장

2011 ~ 20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소장

정기양 2015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소장

이주희 2015 ~ 현재 연세암병원 흉터성형레이저센터 부센터장

4. 기타학회 및 대외보직

이름 기간 보직명

이영준 1960 ~ 1961 제5대 국회 부의장 (민의원)

이학송 1954 ~ 1966 대한비뇨기과학회 명예회장

박윤기 1993 ~ 1998 대통령가족 피부과 담당의

1994 ~ 1999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2000 ~ 2002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제1대, 2대 회장

2001 ~ 2003 제7대 한국의학 도서관협의회 회장

2005 ~ 2007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회장

2006 ~ 2007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승헌 1999 ~ 2002 한국피부장벽학회 회장

2000 ~ 2004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이사장

2004 ~ 현재 한국피부장벽학회 명예회장

2006 ~ 2008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회장

2009 ~ 현재
Pan Asian Pacific Skin Barrier Research Society 

(아시아태평양 피부장벽학회) 회장 

방동식 2014 ~ 현재 국제베체트병학회 부회장

2009 ~ 현재 해관 오긍선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광훈 2003 ~ 2007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

김수찬 2006 ~ 2008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이사장

2007 ~ 2011 제22차 세계피부과학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민걸 2003 ~ 2005 대한수지상세포연구회 회장

2007 ~ 2009 대한피부암연구회 회장

2011 ~ 2012 세계수지상세포학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양 2010 ~ 2017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부회장

2015 ~ 2017 대한피부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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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상 수상

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1980년 제32차 

추계학술대회

제2회 포스터 

최우수상

방동식, 조정구, 

이성낙

SEM findings of sweat pore on 

mouse foot pads after application 

of antiperspirants

1984년 제36차 

춘계학술대회

제4회 포스터 

최우수상

남인환, 이광훈, 

방동식, 이성낙

Primary cutaneous aspergillosis

1986년 제38차 

추계학술대회

제12회 

동아학술상

방동식, 이성낙 신체부위별 각질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1987년 제39차 

춘계학술대회

제1회 현대약품 

저작상

이정복, 이민걸, 

김형일

매독진단에 있어서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CATS)의 

검사성적

1987년 제39차 

추계학술대회

제10회 포스터 

최우수상

조무연, 한승경, 

이승헌

혀에 발생한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cell hyperplasia

1988년 제40차 

추계학술대회

제12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원수, 이민걸, 

이정복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ABC) 법을 이용한 

조직내의 Treponema pallidum 

검출에 관한 연구

1988년 제40차 

추계학술대회

제12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승헌, 방동식, 

이원수, 강원형

융합성 망상 유두종증의 임상 및 

전자현미경적 관찰

1990년 제42차 

춘계학술대회

제15회 포스터 

최우수상

송민석, 최영식, 

방동식

혈전의 경피배출을 보인 혈전성 

혈관 각화종 2예

1990년 제42차 

추계학술대회

제16회 

동아학술상

이민걸, 황규광, 

이정복

매독균에 대한 단세포군 항체의 

생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991년 제43차 

춘계학술대회

제5회 현대약품 

학술상

이민걸, 황규광, 

이정복

매독균에 특이한 단세포군 항체의 

이용에 관한 연구

1992년 제44차 

춘계학술대회

제15회 

동국제약학술상

변선원, 한승경, 

박윤기, 임성빈

한 가족에서 발생한 적혈구 조형성 

protoporphyrin 증

1992년 제44차 

추계학술대회

제20회 포스터 

최우수상

조남준, 김수찬, 

방동식, 박윤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원발성 

피부염에서 랑게르한스 세포, Ia 

양성 각질형성세포와 Thy-1 

양성수지상 표피세포의 변화

1993년 제45차 

추계학술대회

제19회 

동아학술상

김수찬, 원진형 칼슘과 레티노인산이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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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1994년 제46차 

춘계학술대희

제8회 현대약품 

학술상

정기양, 이정복 중합효소연쇄 반응을 이용한 

매독진단

1994년 제46차 

추계학술대회

제24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원수, 김동건, 

방동식

인체 태아 표피의 부위별 

발달과정에 관한 형태계측적 연구

1994년 제46차 

추계학술대회

제24회 포스터 

최우수상

정혜신, 이승헌 아세톤 처치와 tape-stripping에 

의해 손상된 피부표피장벽의 회복에 

관한 연구

1994년 제46차 

추계학술대회

제20회 

동아학술상

박윤기, 한승경, 

임성빈, 김수민

Skin concentration of 

8-methoxypsoralen and 

4,5’,8-trimethylpsoralen in guinea 

pig

1995년 제47차 

추계학술대회

제9회 

현대약품학술상

김남수, 박윤기, 

한승경, 임성빈

백반증환자의 혈청내 항멜라닌 세포 

자가항체 검출과 멜라닌 세포 

표면의 백반증의 항원 규명

1996년 제48차 

추계학술대회

제10회 현대약품 

학술상

이승헌, 강소군, 

박태현, 최응호, 

안성구, 유충배

표피장벽 손상 후 회복에 대한 

이온영동 효과

1997년 제49차 

추계학술대회

제27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승헌 Ultrastructural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oleic acid and 

iontophoresis to intercorneocyte 

lipid lamellae

1998년 제50차 

추계학술대회

제24회 

동아학술상

김수찬 cDNA cloning of the 210-kDa 

paraneoplastic pemphigus antigen 

reveals that envoplakin is a 

compenent of the antigen 

complex

1998년 제50차 

추계학술대회

제24회 

동아학술상

이광훈 The effects of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iC3b receptors 

in mice with experimentally 

induced disseminated candidiasis

2003년 제55차 

추계학술대회

제36회 포스터 

최우수상

김주영, 정승용, 

성헤경, 오성민, 

김수찬

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구성단백발현에 미치는 영향

2006년 제58차 

추계학술대회

동국제약 학술상 이미정, 신층수, 

유욱

Analysis of increased xerosis i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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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2007년 제59차 

추계학술대회

제33회 

동아학술상

정기양 Caenorhabditis elegans as a 

screening tool for the endothelial 

cell-derived putative aging-

related proteins detected by 

proteomic analysis

2008년 제60차 

춘계학술대회

제45회 포스터 

최우수상

강태원, 김수찬 심상성 어린선 및 아토피 피부염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Filaggrin 

돌연변이 c.3321delA 1예

2009년 제61차 

춘계학술대회

제47회 포스터 

최우수상

박진모, 김희정, 

최윤진, 용태순, 

이한일, 이민걸

A case of furuncular cutaneous 

myiasis after traveling to 

Cameroon

2009년 제61차 

추계학술대회

제48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수현, 노효진, 

김태균, 권지은, 

임범진, 오상호

The expression of Th17-

associated cytokines and typeⅠ 

interferon in cutaneous lupus 

erythematosus

2009년 제61차 

추계학술대회

현대약품 학술상 김대석, 김동현, 

이태형, 조영훈, 

이민걸, 

Dashlkhumbe 

Byamba

다양한 Haptens 및 자극물질에 

의한 마우스 골수 수지상세포의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역할

2009년 제61차 

추계학술대회

스티펠상 정기양 인터페론 병변 내 주사가 악성 

흑색종에 미치는 항암 및 항전이 

효과

2010년 제62차 

추계학술대회

스티펠상 방동식 연구업적 부문

2011년 제63차 

추계학술대회

제37회 

동아학술상

이광훈 Thymic stromal lymphopoietin-

activated invariant natural killer T 

cells trigger an innate allergic 

immune response in atopic 

dermatitis

2011년 제63차 

추계학술대회

제52회 포스터 

최우수상

지현중, 김태균, 

Wen Hao Wu, 

Dashlkhumbe 

Byamba,  

James 

G.Krueger,  

이민걸

Psoriasis contain newly identified 

CCL20-producing Th1/Th17/Th22 

cells and CCR6-expressing 

DC-LAMP+ mature dendritic cells

2012년 제64차 

춘계학술대회

제53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상희, 김송이, 

노은비, 오세웅, 

김수찬

A novel mutation(c.3717del5) in 

COL7A1 in a patient with 

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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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2012년 제64차 

추계학술대회

제54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나라, Shan 

Jin, 김진영, 

이윤선, 노성민, 

이정수, 신정우, 

박창욱, 이광훈

Analysis of T cell subtypes and 

cytokines in NC/Nga mice 

sensitized by house dust mite

2012년 제64차 

추계학술대회

제13회 스티펠 

학술상

노미령 한국인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임상적, 조직학적 및 유전적 고찰

2012년 제64차 

추계학술대회

제36회 

동국제약학술상

김문영, 이상은, 

장재용, 김수찬

Retinoid induces the 

degranulation of 

corneodesmosomes and 

downregulation of 

corneodesmosomal cadherins: 

Implications on the mechanism of 

retinoid-induced desquamation

2013년 제65차 

춘계학술대회

제55회 포스터 

최우수상

전인경, 온혜랑, 

김성애, 김수찬

Novel compound heterozygous 

mutation in LAMC2 genes 

(c.79G>A and 382insT) in Herlitz 

junctional epidermolysis bullosa

2013년 제65차 

추계학술대회

제56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혜민, 김윤지, 

오상호

Prediction of MED in vitiligo using 

index for  individualization of 

NUVB starting dose

2014년 제66차 

춘계학술대회

제57회 포스터 

최우수상

오승준, 김태형, 

노미령, 김수찬

Three cases of coexistence of 

psoriasis and bullous pemphigoid

2014년 제66차 

춘계학술대회

제57회 포스터 

최우수상

이혜민, 김도영, 

최민주, 조수현, 

정진룡, 김수희, 

방동식

A case of extranodal NK/T cell 

lymphoma mimicking refractory 

Behçet’s disease

2014년 제66차 

추계학술대회

제40회 

동아학술상

이민걸 Dermal clusters of mature 

dendritic cells and T cells are 

associated with the CCL20/CCR6 

chemokine system in chronic 

psoriasis

2015년 제67차 

추계학술대회

제60회 포스터 

최우수상

김대석, 신동윤, 

이민석, 김희주, 

김도영, 김수민, 

이민걸

Assessments of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and platelet to 

lymphocyte ratio in Korean 

patients with psoriasis vulgaris 

and psoriatic arthritis

2016년 제68차 

춘계학술대회

제61회 포스터 

최우수상

신정우, 강홍규, 

곡원호, 이정수, 

이혜민, 이주희, 

이광훈

Biodegradable microneedle patch 

to increase the penetration of 

topical steroid in the prurigo 

nodu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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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회 포상

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1985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술상(의학부분)

이성낙 　

1991년 The 50th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Gold Award 방동식 Clinical spectrum of Behçet’s 
disease

1991년 Dermatology 

Foundation

American Society 

for Dermatology 

Surgery 

Research Grant 

Award

이광훈 Interactions of melanoma cells 

with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1992년 한국과학 기술단체 

총 연합회 

1991년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방동식 수장족저 각화증의 병인에 관한 

연구

1992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학술상 

(자연과학부문)

박윤기 백반증 환자에서 항멜라닌세포 

자가항체활성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3년 의학협회 동신-

스미스크라인 

학술상

박윤기 백반증 환자에서 혈청내 

항멜라닌세포 자가항체 검출과 

멜라닌세포 표면의 백반증 항원 

규명

1993년 The 50th 

American Federation for 

Clinical Research 

Foundation

Henry Christian 

Award

이민걸 A role for E-cadherin in 

adhesion of murine epidermal 

γδT cells to keratinocytes in 

vitro

1994년 의학협회 광혜학술상 이민걸 Scintigraphic diagnosis of 

syphilitic lesions in the rabbits 

by radiolabelled monoclonal 

antibodies specific for 

Treponema pallidum

1997년 History of 

Dermatology Society

Samuel J Zakon 

Award

한승경 Historical view of vitiligo in 

Korea

1999년 대한피부연구학회 1회 우암학술상 

학술상(포스터상)

이광훈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한 랑게르한스 

세포의 항원전달능력

1999년 대한암학회 1회 SB 학술상 이민걸 방사선 동위원소 Ho-166 첩포를 

이용한 피부암 치료

2002년 대한피부연구학회 4회 우암학술상 김수찬 Minocycline이 각질형성세포의 

Desmoglein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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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도  
및 학술대회명

학술상 이름 수상자 논문 제목

2003년 대한의진균학회 노바티스 

우수논문상

이광훈 Microsporum canis에 의한 

조갑백선

2003년 대한의진균학회 노바티스 

우수논문상

이주희 A clinical and mycological study 

on dermatophytoses in children

2004년 대한의진균학회 노바티스 

우수논문상

이광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발생한 Fusarium oxysporum에 

의한 전신성 진균증 1예

2005년 대한피부연구학회 7회 우암학술상 이민걸 세포고사된 마우스 

악성흑색종주와 반응시킨 

수지상세포의 T 세포 자극효과

2005년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상(포스터상) 이주희 Searching for aging-related 

proteins in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treated with anti-aging agents

2007년 대한의진균학회 노바티스 

우수논문상

이광훈 간이식 환자에 발생한 피부 

Alternariosis 1예

2007년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Albert M. Kligman 

Fellowship Award

이주희 　

2010년 대한피부연구학회 12회 우암악술상 유    욱 The increased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essenger RNA in the non-

lesional skin of patients with 

large plaque psoriasis vulgaris

2013년 대한건선학회 1회 KSP 학술상 이민걸 　

2014년 International 

Society of Behçet’s 
disease

Hulûsi Behçet 
Award

방동식 　

2015년 대한피부연구학회 17회 우암학술상 정기양 The effect of imiquimod on 

matrix metalloproteinases and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 in malignant 

melanoma cell invasion

2017년 대한피부연구학회 2회 KSID 학술상 이광훈 Specific immunotherapy in 

atopic dermatitis

2017년 대한피부연구학회 2회 KSID 

신진연구자상

노미령 Implication of genetic mutations 

in Korean melanoma patients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1)0414 목차수정.indd   41 2017-04-14   오전 9:52:38



42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3. 기타 포상

수상연도 학술상 이름 수상자

1950년 화랑무공훈장 우태하

1962년 소파상 오긍선

1963년 대한민국장 오긍선 

1976년 문교부장관표창 왕종순

1977년 국민훈장 동백장 왕종순 

1984년 의학신문사 선정 의학평론상 이성낙 

1986년 유한의학저작상 최우수상 이정복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 이성낙

1994년 서울시 문화상 (생명과학부문) 박윤기

2003년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이광훈

2004년 서울특별시 의사회 제37회 유한의학상 장려상 이광훈

2010년 라로슈포제 아시아-태평양 재단 

재단상 임상연구부문

오상호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우수학술상 우수상

오상호

2011년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이민걸

2012년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방동식

201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젊은 연구자상 오상호

2013년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이민걸

2014년 연세대학교 보원학술상 이광훈

2014년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이민걸

2015년 알렌의학교육상 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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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소 및 대학명 기간 연수내용

오긍선 일본, 동경 의학대학 1916~1917 피부과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 1930 피부과학

이학송 일본, 동경 의학대학 1939 비뇨기과학

왕종순 미국, 해컨색 병원, 

미국, 링컨 병원, 

미국, 펜실베니아 엘런타운 병원

1955~1959 비뇨기과학

이남주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1959~1960 피부과학

우태하 미국, 뉴욕 의과대학 1965~1966 피부과학

이성낙 독일, 뮌헨 의과대학 1962~1966 피부과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과대학 1967~1975 피부과학

조정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과대학 1977~1978 피부과학

진홍상 벨기에, 열대의학연구소 1979~1987 진균학

이정복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1978 비타민 A 피부대사

독일, 함부르그 위생연구소, 

함부르그 의과대학

1982 매독학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1983~1984 성병학

박윤기 태국, 피부과학 연수코스 1978 피부과학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병원

1982~1983 광의학

고창조 독일, 킬 의과대학 1980 Chemotaxis

방동식 일본, 가와사끼 의과대학 1985~1986 미세구조(SEM, TEM, 

Immuno EM), Indirect IF 

study(double stain), Thy 1 

Cell & Apoptosis

일본, 쥰텐토 의과대학 1986 화학주성 및 

SOD(superoxide 

dismutase)

이승헌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 1985 피지 및 표피지방 분석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988 Microenzyme assay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1989~1990 표피 장벽

전수일 미국, 메이오클리닉 피부과 1986~1987 피부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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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소 및 대학명 기간 연수내용

이광훈 미국, 에모리 의과대학 1989~1991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유착분자

김수찬 일본, 키타시토 의과대학 1986 접촉성 피부염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988~1990 면역수포성질환

일본, 게이오 의과대학 1992 면역 전자현미경

이민걸 독일, 함부르크 위생연구소 1985 19s (IgM-FTA)검사, 매독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피부과 1991~1993 랑거한스세포와 

세포유착분자

한승경 미국, 뉴욕대학교 1993~1994 백반증의 면역학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1994~1995 임상피부과학

김동건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 1992~1994 유전질환의 출산전 진단 및 

인체피부 발생학

유   욱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1985~1988 분자면역조절 및 

사이토카인

정기양 미국, 토머스제퍼슨 의과대학 1994~1996 I형 교원질의 전사조절

미국, 토머스제퍼슨 의과대학 1999~2000 피부외과 임상연수

이주희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2011~2014 멜라닌형성 줄기세포

오상호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2014~2016 모발 멜라닌형성 

줄기세포와 모낭 줄기세포

박창욱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2012~2016 피부면역학

노미령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병원, 웰만 

광의학센터

2014~2016 흑색종 유전학 및 암 유전학 

흑색종 치료 및 치료 결과에 

관련한 중개연구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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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하 (禹泰河)

9대 (1966~1974)

교수재직 (1959~1975)

이성낙 (李成洛)

10대 (1975~1984)

교수재직 (1975~1990)

이정복 (李正馥)

11대 (1984~1990)

교수재직 (1977~2000)

이상요 (李相堯)

4대 (1947~1949)

교수재직 (1946~1949)

왕종순 (王宗舜)

5대 (1950~1955)

7대 (1959~1960)

교수재직 (1939~1981)

이남주 (李爁周)

6대 (1955~1958)

8대 (1960~1966)

초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교수재직 (1949~1966)

오긍선 (吳兢善)

초대 (1917~1934)

교수재직 (1912~1942)

이영준 (李榮俊)

2대 (1934~1942)

교수재직 (1934~1942)

이학송 (李鶴松)

3대 (1943~1946)

교수재직 (193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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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李光勳)

15대 (2007~2011)

교수재직 (1985~현재)

이민걸 (李敏杰)

16대 (2011~2015)

교수재직 (1984~현재)

정기양 (鄭奇陽)

17대 (2015~현재)

교수재직 (1991~현재)

박윤기 (朴允基)

12대 (1990~1996)

교수재직 (1975~2009)

방동식 (方東植)

13대 (1996~2002)

교수재직 (1983~2015)

이승헌 (李勝憲)

14대 (2002~2007)

교수재직 (198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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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상 (晉洪商)

(1975~1984)

고창조 (高昌朝)

(1983~1986)

김덕현 (金德炫)

(1983~1986)

홍윤표 (洪允杓)

(1972~1974)

조정구 (趙鼎九)

(1972~1984)

조길연 (趙吉衍)

(1972~1974)

김종선 (金鐘渲)

(1962~1967)

김영래 (金永來)

(1964~1972)

국홍일 (鞠泓一)

(196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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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호 (吳炳號)

(2011~2015)

김대석 (金大錫)

(2012~2016)

전수일 (全秀一)

(1983~1994)

강원형 (姜元馨)

(1984~1991)

한승경 (韓承慶)

(1988~2000)

김동건 (金東建)

(1988~2002)

유   욱 (柳 旭)

(1992~2002)

조성빈 (趙成彬)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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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찬 (金秀燦)

(1986~현재)

이주희 (李周禧)

(2004~현재)

오상호 (吳相昊)

(2007~현재)

노미령 (盧美令)

(2007~현재)

박창욱 (朴昶昱)

(2010~현재)

김도영 (金到映)

(2011~현재)

이상은 (李尙恩)

(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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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崔惠民)

(1985~1986)

김형주 (金炯胄)

(1987~1988)

류경옥 (柳卿玉) 

(1987~1988)

이은소 (李殷素)

(1988~1990)

조무연 (趙茂衍)

(1989~1991)

황규광 (黃圭光)

(1990~1991)

성열오 (成烈伍)

(1990~1991)

차영수 (車榮洙)

(1990~1991)

윤문수 (尹文秀)

(199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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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任成彬)

(1991~1993)

김수민 (金秀珉)

(1991~1993)

조성환 (趙成煥)

(1994~1995)

이인준 (李寅準)

(1994~1995)

박경득 (朴敬得)

(1995~1996)

구상완 (丘相完)

(1995~1996)

이일주 (李一柱)

(1996~1997)

최현주 (崔玄周)

(1996~1999)

신항계 (申姮桂)

(199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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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남 (張聖男)

(1996~1997)

윤경한 (尹京漢)

(1997~1999)

문태기 (文泰棋)

(1997~1999)

조남준 (趙南俊)

(1997~2000)

김희성 (金憙成)

(1998~1999)

강진문 (姜鎭文)

(1999~2001)

조흔정 (趙欣晶)

(1999~2000)

이종서 (李鍾瑞)

(2000~2001)

이상주 (李相周)

(2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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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曺永勳)

(2004~2007)

정우길 (鄭又佶)

(2004~2007)

정혜진 (鄭惠珍)

(2006~2007)

김동현 (金東炫)

(2006~2007)

황성원 (黃聖元)

(2006~2007)

장재용 (張在鎔)

(2007~2008)

김현정 (金賢貞)

(2007~2010)

노효진 (盧曉眞)

(2009~2011)

정진영 (丁眞永)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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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崔琟俐)

(2013~2014)

서성원 (徐晟源)

(2014~2015)

이단비 (李丹妃)

(2014~2015)

신정우 (申丁宇)

(2011~현재)

김미리 (金美利)

(2011~2013)

배정민 (裵正珉)

(2012~2013)

김희수 (金熙洙)

(2012~2014)

조수현 (曺秀炫)

(2013~2014)

김윤지 (金玧志)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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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金希珠)

(2014~2015)

이상희 (李尙姬)

(2014~2015)

권태광 (權泰光)

(2015~2016)

강홍규 (姜洪圭)

(2015~2016)

최민주 (崔民周)

(2015~2016)

김준영 (金埈永)

(2015~2017)

이지혜 (李智慧)

(2015~2016)

김지희 (金志禧)

(2016~현재)

이정수 (李貞秀)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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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李海鎭)

(2016~2017)

이혜민 (李慧旻)

(2016~2017)

이시형 (李始炯)

(2016~현재)

김태균 (金泰均)

(2017~현재)

이민경 (李旼璟)

(2017~현재)

김종훈 (金鐘勳)

(2017~현재)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2)0412.indd   59 2017-04-13   오후 2:27:33



60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0
5
  역

대
 교

실
원

  H
o
u
s
e
 S

ta
ffs

 in
 th

e
 P

a
s
t 

박욱화 (朴旭和)

(1967~1971)

최동섭 (崔東燮)

(1970~1974)

김종기 (金宗琪)

(1971~1974)

박한성 (朴漢晟)

(1973~1977)

김성운 (金成運)

(1973~1977)

김홍직 (金烘直)

(1974~1978)

최영찬 (崔永燦)

(1974~1978)

김중기 (金重基)

(1975~1979)

김두한 (金斗漢)

(1975~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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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金知浩)

(1976~1980)

명기범 (明基範)

(1976~1980)

김영근 (金榮根)

(1977~1981)

전혜원 (全惠媛)

(1978~1982)

강진수 (姜珍洙)

(1979~1983)

탁미진희 (卓美眞嬉)

(1979~1983)

한충섭 (韓忠燮)

(1980~1983)

최종수 (崔宗壽)

(1980~1983)

최병문 (崔炳文)

(198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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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을 (李海乙)

(1981~1984)

한신원 (韓新園)

(1982~1985)

김형일 (金瀅壹)

(1983~1986)

남인환 (南仁煥)

(1983~1986)

박희용 (朴熙鎔)

(1983~1986)

황규천 (黃圭泉)

(1984~1987)

김양안 (金亮安)

(1986~1989)

양동순 (梁東順)

(1986~1988)

이원수 (李源秀)

(198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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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洪炅兌)

(1986~1989)

김영기 (金永琪)

(1987~1990)

안성구 (安聖龜)

(1987~1990)

장진곤 (張振坤)

(1987~1990)

황선영 (黃宣永)

(1987~1990)

김유찬 (金由燦)

(1988~1991)

박희원 (朴禧遠)

(1988~1991)

이유득 (李有得)

(1988~1991)

곽 호 (郭 豪)

(1989~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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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宋旻錫)

(1988~1992)

지혜구 (池惠龜)

(1989~1992)

최은선 (崔恩鮮)

(1989~1992)

변선원 (卞宣媛)

(1990~1994)

최용섭 (崔鎔燮)

(1990~1994)

함익병 (咸翼炳)

(1990~1994)

봉하욱 (奉夏旭)

(1991~1995)

윤주호 (尹柱鎬)

(1991~1995)

이승민 (李承玟)

(199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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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융재 (李隆宰)

(1991~1995)

조영호 (趙榮昊)

(1991~1995)

김남수 (金南樹)

(1992~1996)

김정빈 (金正斌)

(1992~1996)

이석준 (李碩埈)

(1992~1996)

김용규 (金溶圭)

(1993~1997)

조한경 (趙漢卿)

(1993~1997)

최광성 (崔光晟)

(1993~1997)

박태현 (朴泰炫)

(199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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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李豪亭)

(1994~1998)

박상훈 (朴尙薰)

(1994~1998)

차명수 (車明洙)

(1994~1998)

전우형 (全祐亨)

(1994~1998)

홍창의 (洪昌義)

(1995~1999)

이한승 (李翰承)

(1995~1999)

김이선 (金利宣)

(1995~1999)

정혜신 (鄭惠臣)

(1995~1999)

최진우 (崔鎭宇)

(19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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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환 (柳正桓)

(1996~2000)

박인호 (朴仁浩)

(1996~2000)

김영구 (金永球)

(1996~2000)

이 훈 (李 勳)

(1997~2001)

정태석 (鄭泰碩)

(1997~2001)

강동승 (姜東承)

(1997~2001)

진상현 (陳尙鉉)

(1997~2001)

정한길 (鄭한길)

(1997~2001)

김홍석 (金泓錫)

(199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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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李正鎬)

(1998~2002)

장진호 (張鎭豪)

(1998~2002)

최유진 (崔有鎭)

(1998~2002)

정예리 (鄭禮利)

(1998~2002)

김경호 (金敬浩)

(1999~2003)

김형섭 (金亨燮)

(1999~2003)

이동훈 (李東勳)

(1999~2003)

임하성 (林河成)

(1999~2003)

김 산 (金 山)

(199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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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李彗汀)

(2000~2004)

김주영 (金珠瑛)

(2000~2004)

박준수 (朴俊洙)

(2001~2005)

정지인 (鄭智仁)

(2001~2005)

천은영 (千恩榮)

(2001~2005)

안봉균 (安奉均)

(2001~2005)

이미정 (李美政)

(2001~2005)

박상건 (朴相建)

(2002~2006)

김병대 (金炳旲)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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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李定恩)

(2003~2007)

구본철 (具本哲)

(2004~2008)

이희정 (李姬貞)

(2004~2008))

오세웅 (吳世雄)

(2004~2008)

이규엽 (李奎燁)

(2005~2009)

권연숙 (權延淑)

(2006~2010)

최윤진 (崔玧鎭)

(2006~2010)

한은천 (韓恩天)

(2006~2010)

강태원 (姜泰源)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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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기 (裵秉基)

(2008~2012)

노성민 (魯誠旻)

(2009~2013)

이수현 (李受炫)

(2009~2013)

류동진 (柳東振)

(2007~2011)

박진모 (朴鎭模)

(2007~2011)

김지현 (金智賢)

(2008~2012)

박지훈 (朴智薰)

(2010~2014)

신재용 (申在容)

(2010~2014)

지현중 (池賢中)

(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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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 (成在鏞)

(2010~2014)

장홍선 (張烘琁)

(2011~2015)

전인경 (田仁卿)

(2011~2015)

신동윤 (申東潤)

(2012~2016)

김태형 (金泰亨)

(2012~2016)

온혜랑 (溫惠琅)

(2012~2016)

신성식 (申聖湜)

(2013~2017)

서지명 (徐志明)

(2013~2017)

홍원진 (洪源珍)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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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林正民)

(2014~현재)

최지영 (崔志榮)

(2014~현재)

이재원 (李載元)

(2015~현재)

오승준 (吳承俊)

(2013~2017)

곡원호 (曲元豪)

(2014~현재)

이민석 (李旻錫)

(2014~현재)

이영인 (李永仁)

(2015~현재)

김지언 (金之彦)

(2015~현재)

박세현 (朴世玹)

(20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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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吳映姝)

(2016~현재)

황신원 (黃信媛)

(2016~현재)

박해석 (朴海碩)

(2016~현재)

김제민 (金濟旼)

(2017~현재)

오종욱 (吳宗昱)

(2017~현재)

서성훈 (徐成勳)

(2017~현재)

조미연 (曺美娟)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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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식 (韓大植)

(세미회원)

이기왕 (李基旺)

(세미회원)

우준식 (禹浚植)

(세미회원)

서명수 (徐明秀)

(세미회원)

정 현 (鄭 炫)

(세미회원)

권오진 (權五珍)

(세미회원)

김려성 (金麗性)

(세미회원)

전세현 (全世鉉)

(세미회원)

장순상 (張淳相)

(세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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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곤 (金濟坤)

(1981~1982)

서원필 (徐沅弼)

(1982~1984)

유철호 (兪哲豪)

(1988~1989)

박승기 (朴勝基)

(1969~1970)

이정수 (李廷洙)

(1979~1980)

김동운 (金東雲)

(198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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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송동훈 (宋東勳)

(1985.9~1986.2)

박성현 (朴性鉉)

(1986.9~1987.2)

심우철 (沈愚喆)

(1987.9~1988.2)

박윤성 (朴允聖)

(1982.9~1983.5)

백승언 (白承彦)

(1983.9~1985.2)

고영진 (高英珍)

(1984.9~1985.2)

이원호 (李元晧)

(1979.9~1980.8) 

황경희 (黃敬姬)

(1980.9~1981.8)

장경훈 (張慶勳)

(1981.9~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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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정 준 (鄭 濬)

(1993.3~1993.6)

유민석 (劉珉碩)

(1994.3~1994.6)

김수정 (金秀靜)

(1994.11~1995.2)

이범주 (李範柱)

(1991.11~1992.2)

원진형 (元賑亨)

(1991.7~1991.10)

김균태 (金均泰)

(1993.7~1993.10)

최응호 (崔應鎬)

(1989.9~1990.2)

허 원 (許 源)

(1990.7~1990.10)

이형순 (李瀅淳)

(1990.11~1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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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손인범 (孫仁範)

(1999.9~2000.2)

이세원 (李世元)

(2000.12~2001.2)

이상훈 (李常勳)

(2001.9~2002.2)

김태현 (金太顯)

(1997.9~1997.12)

강윤철 (姜允哲)

(1998.9 ~ 1998.12)

안형진 (安亨鎭)

(1999.5~1999.8)

황상민 (黃象暋)

(1995.9~1995.12)

이인욱 (李仁旭)

(1996.7~1996.10)

이남호 (李南虎)

(1997.3~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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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전수영 (全秀英)

(2004.9~2004.12)

구자웅 (具滋雄)

(2005.5~2005.8)

홍승필 (洪承滭)

(2005.9~2005.12)

이진욱 (李振旭)

(2002.9~2003.2)

박하나 (朴河羅)

(2003.5~2003.8)

오탁헌 (吳卓憲)

(2003.9~2003.12)

안석용 (安淅鏞)

(2006.5~2006.8)

김민정 (金旼貞)

(2006.9~2006.12)

오윤석 (吳潤錫)

(2007.5~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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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이해진 (李海鎭)

(2010.9~2010.12)

윤나영 (尹羅英)

(2011.5~2011.8)

홍한나 (洪한나)

(2011.9~2011.12)

이윤희 (李允熙)

(2009.5~2009.8)

김재홍 (金宰弘)

(2009.9~2009.12)

이성율 (李晟聿)

(2010.5~2010.8)

박화영 (朴花暎)

(2007.9~2007.12)

지재홍 (池在弘)

(2008.5~2008.8)

정예진 (鄭叡珍)

(2008.9~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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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대

김보경 (金甫暻)

(2013.9~2013.12)

정희철 (鄭凞澈)

(2014.5~2014.6)

(2014.9~2014.10)

최재웅 (崔載雄)

(2014.11~2015.2)

박상연 (朴相姸)

(2012.5~2012.8)

이누리 (李누리)

(2012.9~2012.12)

금동인 (琴東仁)

(2013.5~2013.8)

전명수 (全明秀)

(2015.7~2015.10)

최승재 (崔承宰)

(2015.11~2016.2)

이솔암 (李솔암)

(2016.11~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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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대 (舊 중문의대)

윤미라 (尹美螺)

(1996~1997)

전윤선 (全倫嬋)

(1997~1998)

위성호 (魏聖昊)

(1998~1999)

김동현 (金東炫)

(1999~2000)

정원순 (鄭元淳)

(2000~2001)

김종윤 (金鍾潤)

(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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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柳京淑)

(1995.9~2006.8)

이혜순 (李惠順)

(1985~1994)

장남수 (張南洙)

(1988~현재)

계진철 (桂晋喆)

(1995~2006)

문배주 (文培珠)

(1978~1989.4)

김이숙 (金利淑)

(1989.5~현재)

김혜림 (金惠琳)

(2015.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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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부과학교실

연구역사

  피부과학교실 연구의 형성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피부과학교실의 임상 및 기초연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리라

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피부과학교실의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초기역사를 기술한 문헌들과 기록들을 통해 피부과학교

실의 연구 역사를 되돌아보기로 한다. 피부과학교실 형성 초기의 연구 성과는 학술행사나 학술

지에 소개되었던 연제나 글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시절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1926년부터 시작된 ‘동창의학회’에서 피부과학교실 초기 교수들의 발표 연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회(오긍선, 피부비뇨과 영역의 실제적 용법 수 종(種)과 그 데몬스트레이션, 1926년 

3월 24일), 제6회(이영준, 일반 사상균병 진단에 대하여, 1930년 3월 21일), 제7회(오긍선, 런던 

및 비엔나 대학 피부과에 관하여, 1931년 3월 5일), 제9회(이영준, 현대 화류병 치료의 경향; 이

학송, 나병균 검사의 진단상 가치, 1934년 3월 23일) 및 제10회(오긍선, 피부과 영역에 관하여, 

1935년 3월 14일) 동창의학회의 발표제목을 볼 때 주로 당시의 의학적 관심이 많았던 중요 피

부질환의 정보 전달이 큰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소식지 및 

학술지의 역할로 발간되었던 세브란스 교우회보(The Severance Bulletin)의 자료에도 관련내용

이 논문의 형식으로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긍선. 피부비뇨과 영역의 실제적 용법 수 종 

및 그 데몬스트레이션. 세브란스 교우회보 1226;제7호:12~13).

본격적인 우리 교실의 연구는 임상에 필요한 검사법을 확립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을 위해 1969년 피부과 외래에서 정식 첩포 시험이 처음 실시되었고, 1972년

에는 매독 진단을 위한 FTA-ABS 검사법을 확립하기 위해 CMB 연구비로 형광 현미경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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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상병리과와 함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자가 항체 검사 중 하나인 ANA 검사도 우리 교실에서 처음 실시

했다고 한다. 따라서 197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 임상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설립된 중앙연구실에서 초

기부터 피부과학교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들어서 기초연구가 시작이 되어, 1981년 

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러 명의 박사 (강원형 박사, 명기범 박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피부과학교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피부과가 의과대학 중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피부과학교실의 중앙 

연구실 진출은 1981~1982년경 이성낙 교수가 주임교수로 재직할 때, Leitz 형광현미경을 의과대학 3층 중앙 연

구실에 설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982년 말에는 이정복 교수가 독일에서 매독 진단법인 

19S(IgM)-FTA 검사법을 배워온 후, 임상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검사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각 기초학교실을 찾아다니면서부터 본격적인 기초실험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1983년 이정복 

교수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후 이민걸 교수와 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김형일 교수가 

19S(IgM)-FTA 검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83년 중반 경에 19S(IgM)-FTA 검사법의 확립에 성공하였

고, 1984년 이정복 교수가 귀국하면서 피부과에서 본격적으로 19S(IgM)-FTA 검사를 매독 진단에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 1985년에는 중앙 연구실이 의과대학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옮겨갔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

었다. 이성낙 교수의 주도하에 모발에서 멜라닌소체를 분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백반증 연구를 위하여 박윤

기 교수와 한승경 교수가 멜라닌세포 배양과 백반증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동식 교수

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면역학적 연구와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했으며, 이승헌 교수는 피부

지질 및 피부장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광훈 교수는 진균에 대한 기초연구와 인체피부 미세혈관 내피세

포의 유착분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민걸 교수는 접촉피부염과 관련된 랑게르한스세포에 대한 

면역학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정기양 교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이용한 매독균 검출에 대한 분자생물

학적인 연구를 하였다. 당시 영동 세브란스병원의 중앙 연구실에도 피부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김수찬 교

수는 수포성질환에 대한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주력하였고, 김동건 교수는 피부발생학 및 머켈세포

에 대한 연구와 apoptosis와 암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유욱 교수는 사이토카인 등 면역학 연구에 매진하

였다. 중앙 연구실에서는 피부과학교실 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었다. 아

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구유럽국가들의 피부과 의사 및 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독혈청검사 연수교

육과 광의학 연수교육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중앙 연구실에서는 여러 명의 기사가 근무하였다. 중앙 연구실 초기인 1982년에 최명호 씨가 일하기 시작하였

으며 1985년에 이혜순 씨가 들어와 2명의 기사가 일하게 되었다. 1988년 최명호 씨의 후임으로 현재 피부과학

교실의 수석기사로 있는 장남수씨가 들어왔고 1989년에 임석준 씨가 백반증 연구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되면서 

피부과학교실의 중앙 연구실에는 3명의 기사가 일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이혜순 씨의 후임으로 계진철 씨가 

일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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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학교실 연구의 발전기 (1996년-2012년):            

임상의학연구센터와 영동세브란스병원 중앙연구실

연세의료원은 의학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임상의학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하

게 되었다. 1992년부터 설립이 추진되었고 약 200억 가량의 총 공사비를 들여 1996년 5월에 1,830평의 국내 최

초의 임상의학연구센터를 개원하였다. 임상의학연구센터 내의 연구부서는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면역학, 전

기 생리학, 방사선의학, 내분비검사실, 유전학검사실, 형태학연구실 등 6개의 연구실과 2개의 검사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연구실마다 실장과 선임 연구원, 연구원, 조교로 구성되어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상의학연구

센터에는 최신 첨단 연구기자재들도 도입되었으며, 국내의 유수한 의약학 관련 연구소와는 밀접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약물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광훈 교수는 이러

한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임상의학연구센터의 전체 간사로서 초기 임상의학연구센터의 기틀을 잡는데 노력하였

고, 이민걸 교수는 세포생물학 실장으로서 임상의학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연구체제 확립을 위한 일에 관여하였

으며, 방동식 교수는 형태학 실장으로서 전자현미경 분야를 담당하였다. 임상의학연구센터 내에서 피부과학교

실의 교수들이 수혜 받은 연구비로 하나의 실험실 전부를 피부과학교실 단독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피부과학교실의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실에는 매독학에 관한 기초연구,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 광의학 및 백반

증에 관한 연구, 수지상세포를 비롯한 면역학 연구와 분자생물학 등의 연구들을 진행하였으며, 피부과학교실 소

속의 2명의 기사가 상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험들에 열중하였고 피부과학교실의 교수진들도 임상의학연구

 ■ 임상의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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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각자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면서 교실 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2000년에는 피부의 기본 구성성분인 각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랑게르한스세포, 진피의 교원질과 혈관내피세

포에 대한 기초연구와 전체적인 형태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피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보

다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요 피부질환의 기초 병태생리를 밝히고자 피부생물학연구소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방동식 교수가 제1대 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하였고, 매년 오긍선 기념학술강

연 이전에 국제피부생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2016년 제14차 심포지엄을 치렀다. 

이 시기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매독학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이민걸 교수가 이정복 교수의 연구를 

이어받아 진행하여 매독과 수지상세포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한 다른 교실

과 공동연구를 통해 매독의 기초 면역학적 연구와 매독검사기법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베체트병에 

대한 연구는 미세구조 연구를 통해 혈관내피세포가 표적임을 밝혀온 방동식 교수의 연구와 이광훈 교수의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의 접목으로 발전을 하였다. 특히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내에 진피내피세

포에 대한 순환 자가항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자가항체의 표적인 α-enolase 및 hnRNP A2/B1를 발견함으로

써 베체트병의 병인에 대한 일부 기전을 밝혔다. 광의학 및 백반증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여 백반증의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가항체설을 증명하는 연구로 백반증 환자의 혈청에서 항원이 존재함을 밝혀냈고, 백반증 연구

에 대한 공로로 박윤기 교수는 1992년 연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민걸 교수는 미국 NIH에서 1993년 2년간 연

수 후 귀국하여 수지상세포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여, 접촉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서 수지상세포의 역

할에 대한 연구와 및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전이된 악성 흑색종 환자의 치료 연구도 진행하였다. 정기양 교수는 

피부암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악성 흑색종의 유전인자 변이 및 악성 흑색종 치료에 있어서 인터페론의 

역할 등 악성 흑색종의 병인 및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이주희 교수는 피부노화와 관련하여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노화 관련 단백질과 신호전달물질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단계별로 노화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조절하는 다수의 연구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연구실에서는 크게 세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피부장벽에 관한 기초연구, 수포성질환에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건선 및 면역학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승헌 교수는 우리나라 피부장벽 연구의 선구

자로서, 피부장벽에서 칼슘이온의 조절 기전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승헌 교수는 피부 각질층과 장

벽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학문 분야를 피부장벽이라고 명명하고, 1995년에 한국피부

장벽학회를 창립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수찬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피

부과 Grant Anhalt 교수 밑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자가면역 수포성질환과 유전성 수포질성질환을 진단 

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방법들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수포성질환의 연구에 매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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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ABMRC) 

유욱 교수는 미국의 Krueger 교수와 함께 수지상세포-T세포-각질형성세포로 이어지는 건선의 병태생리의 패

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 강남의생명연구센터가 건립되어 

중앙연구실에서 모두 이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의생명연구센터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융합한 중

개연구의 허브로서 피부과 단독 연구뿐만 아니라 타과와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피부과학교실 연구의 도약기 (2013년-현재):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ABMRC) 건립 

연세의료원에서는 2013년 2월 약 1,1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2,169평의 최첨단 연구시설인 에비슨의생명연구

센터를 신축하였다. 동시에 연세의생명연구원 직제를 신설하여 임상의학연구센터,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강남

의생명연구센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연구 효율성 증대 및 의학연구 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피부

과학교실에서도 이광훈 교수, 이민걸 교수, 이주희 교수, 그리고 박창욱 교수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로 이전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의학연구센터에는 정기양 교수, 오상호 교수, 김도영 교수가 그리고 강남의생명

연구센터에서는 이승헌 교수, 김수찬 교수, 노미령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희 교수는 미국 하버드 의

과대학 MGH에서 멜라닌세포 줄기세포 및 색소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연수 후에는 흉터의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다. 오상호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모발 및 모낭 멜라닌 

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귀국하여 백반증의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다. 노미령 교수는 미국 하버

드 의과대학 MGH에서 악성흑색종의 유전적 병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귀국하여 한국인의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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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종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김도영 교수는 방동식 교수 퇴임 후 베체트병에 대한 연구와 

함께 모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창욱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의 면역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된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브란스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부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으로 암과 감염면역 분야가 선정되어 

국가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이광훈 교수가 감염면역 유닛의 책임을 맡아 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개발을 지휘하고 있고 신규 벤처회사 창업 및 산학 융합연구의 진행 등 산업화와 연계된 연구개발에도 교실의 

많은 교수들이 기여를 하고 있어, 향후 교실의 연구 성과가 학문적인 성과를 넘어 의료산업적인 결과물로서도 

도출되어 교실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이외에도 김태균 강사, 이시형 강사, 이해진 강사, 김지희 강

사, 김준영 강사, 이정수 강사, 이혜민 강사, 김종훈 강사, 이민경 강사 등 여러 젊은 후학들이 피부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피부과학교실 연구의 미래가 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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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건선

건선은 전 인구의 1~2%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서 피부에 나타나는 구진인설성 피

부병변의 만성경과로 인하여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성염증과 연관되어 비만 및 대사증후군이 호

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건선은 과거 각질형성세포의 문제로 인한 이상증식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었지

만, 2000년 이후부터 건선의 염증세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건선은 면역시스템과 피부세

포의 상호작용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우리 교실에서의 초창기 건선연구는 박윤기 교수 및 유욱 교수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초석을 다졌으며, 이민걸 

교수가 본격적으로 건선연구에 매진하면서부터 건선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건선의 초창기 연구는 박윤

기 교수가 광의학에 관심을 갖고 1981년 국내 최초로 광선치료실을 세브란스병원에 설립하여 건선환자를 치료하

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당시 서양에서는 건선환자 치료에 있어서 광선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다. 박윤기 교수는 1982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John Parrish 

교수에게 연수하여 자외선치료에 대한 임상과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1984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외선 치료기

를 개발하여 치료법을 활성화시켰다. 198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선 클리닉을 개설하여 광선치료를 기반으로 건

선치료에 본격적으로 매진하였다. 이러한 초창기 노력을 바탕으로 1985년 UVB 광선치료와 methotrexate 병합

치료의 우수성을 보고하였으며 1, 1987년에는 PUVA 광화학치료 및 etretinate의 우수성을 보고하였다 2. 1988년

에 split trial을 통해 건선치료에 있어서 PUVA, UVB 병합치료가 PUVA 단독치료보다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

며 3, 이후 건선과 백반증을 위시한 10년 동안의 광선치료 결과를 집약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4. 또한 박윤기 교

수는 건선환자의 표피에서 발현되는 특이적인 단백질을 동정하기 위해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접목시켜 보고하기

도 하는 등 건선 기초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5.

건선의 면역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는 유욱 교수가 미국 록펠러 대학교 James Krueger 교수에게 연수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초부터 건선의 병태생리에 있어서 면역시스템과 피부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특히 유욱 교수는 Krueger 교수와 함께 건선 병변 자체의 면역세포와 면역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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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수지상세포-T 세포-각질형성세포를 축으로 하는 유전자 발현양상에 주목하였다. 유욱 교수는 서양인

에 흔한 대판상 건선과 동양인에 흔한 소판상 건선 사이의 유전자 발현양상 비교하여 type I 사이토카인 IFN-γ 

및 이에 대한 반응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고, IFN-γ가 두 가지 임상형태의 건선에서 동일하

게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6. 유욱 교수는 2004년에 현재 건선 병태생리의 패러다임을 수지상세포-T 세포-각질형

성세포 축으로 전환시킨 Krueger 교수의 핵심주장에 대한 종설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면역학 저널인 Trends 

in Immunology에 발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7, 록펠러 대학의 Michelle Lowes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한 두 번째 

종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8. 안타깝게도 유욱 교수는 지병의 악화로 2009년 작고하였으나,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건선연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2009년 건선 병변에서 MMP-9 유전자 발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

고9, 이에 대한 공로로 2010년 제12회 우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민걸 교수는 건선환자의 수준 높은 진료와 치료 및 건선의 병태생리에 기초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2010년부터 전문적인 건선 특수클리닉을 개설하고 집중적으로 건선의 임상과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민

걸 교수는 건선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김태균 전공의와 함께 대사증후

군 치료에 사용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건선관련 면역매개물질 CCL20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건

선의 보조치료로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10. 2011년에는 이민걸 교수의 지도하에 김태균 전공의가 유욱 교수의 스

승이었던 Krueger 교수 실험실에서 단기연수를 수행하여 건선의 핵심 면역기전 연구기반 구축에 일조하였다. 

이민걸 교수는 Krueger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선 조직에서 성숙한 수지상세포와 T세포의 공간적 상호작

용이 CCL20-CCR6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11, 이에 대한 공로로 2014년 제40회 동아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민걸 교수는 건선의 면역조절 반응 이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김대석 교수, 김도영 교수와 연구하

던 중, 체크포인트 분자 PD-L1/2의 면역억제효과에 착안하여 해당 물질의 발현이 건선 표피에서 감소함을 보여

주었고 12, 이 연구로 대한건선학회에서 2013년 ‘제1회 건선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건선의 선천면역기전에 착안한 

이민걸 교수의 지도하에 김희주 강사는 건선환자 말초단핵구에서 핵산인지 toll-like receptor의 발현이 증가하

였으며 13, 건선관련 사이토카인들이 IL-1 수용체 억제제를 증가시켜 염증을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14. 이민걸 교수는 김대석 교수와 함께 건선 환자의 임상병리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성과를 

나타내었는데, 혈구관련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효용도 검증에서 3가지 혈구수치들이 임상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15-17, 건선환자 혈중 여포보조 T세포의 기능적 마커가 감소함을 발표하여 향후 환자의 경과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8.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건선관절염 환자의 

조기 진단에 관심을 갖고, 류마티스 내과 박용범 교수와 협력으로 신동윤 전공의와 함께 건선관절염 질문지를 

이용하여 건선관절염 의심환자를 찾아내어, 조기 확진하는 법을 보고하였다 19. 최근 건선분야의 가장 중요한 임

상연구는 생물학적제제의 효용성 검증연구이다. 이민걸 교수는 건선의 주요 병인세포 Th17을 활성화시키는 

IL-23 사이토카인 억제제인 Ustekinumab 아시아 다국가 임상 4상 연구에서 교신저자로서 임상적 효용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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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으며20, 현재 IL-17 사이토카인 및 수용체 억제제, 그리고 JAK-STAT 억제제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1,22. 이민걸 교수는 건선 기초연구를 위한 마우스모델 도입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연구 초

기부터 마우스 시스템을 이용한 건선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민걸 교수는 접촉피부염 분야의 활성산소종

에 대한 지식을 건선에 적용하여 백진옥 강사의 노력으로 마우스 건선 병변 활성산소종 수준이 인간 건선과 유

사함을 보여주었다 23. 연세대 이상규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피부도포가 가능한 methotrexate 합성제제의 

효용성을 다쉬카 박사학생이 마우스모델로 규명하였으며24,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설을 김태균 선생

과 김형표 교수와 함께 발표하였다 25. 현재 이민걸 교수는 이민석 전공의와 함께 건선에서 랑게르한스세포의 역

할에 대해 연구 중이며. 이해진 강사와 함께 건선에서 표피 장벽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첨단 피

부면역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건선염증기전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기원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선 염증을 유발과 제어하는 유전자에 대한 기초와 임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건선의 

새로운 병태생리 및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더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같이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건선분야는 기초와 임상연구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광의학 분야를 

개척한 박윤기 교수의 노력 및 건선의 핵심 병인론을 연구하고자 했던 유욱 교수의 흔들림 없는 열정과 함께 피

부면역학 분야의 선구자인 이민걸 교수의 목자와 같은 헌신과 멈추지 않는 추진력으로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피부과학교실은 건선연구의 핵심을 선도하는 교실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국내 피부면역학 발전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가 향후 건선분야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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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매독학 및 

중앙연구실

매독은 Treponema pallidum (T. pallidum)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치료받지 않으면 2기매독 이후에는 잠복

매독으로 평생 지속될 수도 있고, 수년에서 수십 년 이후 신경매독 등의 3기매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불치병이었지만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현재는 완치되는 질환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6세기경 중국을 통해 전파

되어, 임진왜란 당시에 크게 유행하였다. 페니실린이 1940년대에 보급되면서 매독 발병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약물중독자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자, 동성애자들 사이에 발병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교실은 매독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독환

자를 진료하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3차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교실에서는 1977년부터 

4년에서 5년 간격으로 세브란스병원을 내원한 정상인(산모, 신체검사자, 헌혈자)을 대상으로 매독혈청 검사 양성

율을 보고해 왔다  1-3. 20여년 이상 동안, 동일한 병원에서, 정상인으로 생각되는 20세 이상의 성인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매독 혈청검사 양성율의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정상인의 매독혈청검사 양성율은 점차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4-6. 또한 우리 교실에서는 매독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적 증례보고나 통계보고 외에도 깊이 있

는 다양한 기초과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4-12. 

매독학 연구는 이정복 교수와 이민걸 교수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국내학술지에 60여편, 국제학술지에 20여편

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교실에서는 1972년 구입한 형광현미경으로 FTA-ABS 검사법을 확립하였고, 

1983년 Leitz 회사의 형광현미경을 의과대학 3층 중앙연구실에 설치한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2년 

말 이정복 교수가 독일에서 19S(IgM)-FTA검사를 연수한 후, 이 검사를 확립하기 위해서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

학 등 각 기초의학교실을 찾아 다니며 본격적인 매독학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피부

과학교실의 기초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이정복 교수가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로 연수를 떠난 

후 아주의대 미생물학교실의 김형일 교수와 이민걸 교수는 19S(IgM)-FTA 검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1983년 중반 경에 19S(IgM)-FTA 검사를 확립하였다. 1984년에는 이정복 교수가 귀국하면서 19S(IgM)-FTA 검

사가 본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검사법을 이용하여 이정복 교수와 이민걸 교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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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처음으로 19S(IgM)-FTA 검사 소견을 발표하였으며 13, 이민걸 교수는 1985년 19S(IgM)-FTA 검사를 개

발한 독일의 Müller 교수 실험실에 2개월간 연수하면서 Müller 교수와 함께 매독 감염 환자에서 매독균에 대한 

특이 IgM-항체가 증가하였다가 페니실린 치료 후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14. 그리고 이정복 교수는 치료받지 않은 

매독환자 316명과 치료 받은 매독환자 92명을 대상으로 뇌척수 검사를 시행하여, 매독환자에서 뇌척수액 검사

소견을 발표하였다  15.  또한 이정복 교수는 미국 NIH로부터 Fogarty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ship을 받아, 

미국 CDC에서 초청 연구자로 매독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ELISA로 매독균 특이 면역글로불린 M을 검출하는 신

경매독 진단법을 연구하였다 16. 

이정복 교수가 미국 CDC에서 제공받은 T. pallidum 균주를 이정복 교수, 이민걸 교수, 장남수 연구원이 매 10일

마다 토끼 고환에서 계대배양하면서 추출한 균주를 이용하여 많은 실험들을 시행하여 매독의 감염, 발생기전 

연구뿐 아니라, 감염 면역학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다. 이 매독균 계대배양법은 이정복 교수가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의 미생물학교실 Miller교수로부터 연수 받았으며, 이 생체배양

법을 통해 인공배지에서는 배양되지 않는 생균의 T. pallidum 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보전하게 되었다.  

당시 이정복 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던 많은 석박사 학위논문들을 살펴보면, 김지호 원장은 토끼에 매독 병변

을 유발시킨 후 매독 혈청반응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17, 이민걸 교수는 새로운 매독혈청검사인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CATS)를 발표하였다 18. 김동건 교수는 매독환자혈청을 이용한 SDS-PAGE를 시행

하여 매독치료 후 매독 IgG 항체변화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19, 한신원 원장은 ELISA를 이용한 매독균 특

이 IgM항체의 검출에 대한 연구를 20, 황규광 교수는 매독균에 대한 단세포군 항체의 생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를21-22, 정기양 교수는 PCR을 이용한 뇌척수액에서 매독균 검출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23 와 T. pallidum

이 fibroblast에서 collagenase합성을 증가 시킴을 24 또한 원주의대 이원수 교수는 암시야 현미경과 FTA 검사를 

이용한 비교연구를 25 이광훈 교수는 매독균과 혈관 내피세포와 관련된 면역학적 연구를 26-28, 그리고 이민걸 교

수는 이정복 교수의 지도로 매독균을 순수 분리하는 방법 29, 매독환자의 혈청 면역복합체에 관한 연구 30, 매독

균에 특이한 단세포군 항체를 만들어 여러 연구에 이용하였으며31, 매독환자 혈청과 조직에서 항체와 균을 찾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시행하였고32-34 1기와 2기 매독 환자에서 매독균이 주로 각질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해서 표피진피 경계부를 통과함을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35. 그리고 이민걸 교수는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매독병변을 핵의학적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발표하여36, 대한의학협회의 제5회 광혜학술상

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매독균 T. pallidum이 피부각질세포주인 HaCaT 세포주와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  37과 T. 

pallidum이 수지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38를 통해 매독 감염의 기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창기 우리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운용한 중앙연구실에서는 피부과학교실의 많은 임상 및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구유럽국가들의 피부과 의사 및 관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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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독혈청검사와 매독학 연구 입문에 대한 연수교육이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39. 이 연수교육은 국제협력

단 (KOICA)의 지원으로 1986년부터 6년간 매년 시행되었으며, 49개국으로부터 총 53명이 연수하였다.

1992년부터 추진되어 약 200억 가량의 총 공사비를 들여 1996년 5월에 1,830평의 국내 최초의 임상의학연구센

터를 개원하면서, 이민걸 교수는 세포생물학 실장으로서 임상의학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연구체제 확립을 위한 일

에 관여하였다 39. 2000년 이후에는 이민걸 교수가 이정복 교수의 연구를 이어받아, 매독과 수지상세포와의 연관

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한 다른 교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매독의 기초 면역학적 연구

와 매독검사기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여 국내외 매독학 연구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0-42.

이와 같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임상교실들이 아직 기초연구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 피부과학

교실은 매독의 기초연구에 일찍 눈을 돌려 중앙연구실에서 실험실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지금도 이 같

은 배경이 뒷받침되어 기초연구에서 우리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부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임상의학교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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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수포성질환

수포성질환은 비교적 드물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중한 피부질환이다. 수포성질환은 발생기전에 따라 

자가면역 수포성질환과 유전성 수포성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수포성질환 클리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가면역과 유전성 수포성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연구를 시행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

리 교실에서 수포성질환에 대한 연구와 진료는 김수찬 교수가 1988년 10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미국 존스홉킨

스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시작 되었다. 김수찬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피부과 Grant Anhalt 교

수 밑에서 유천포창 항원인 BP180과 BP230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1 종양과 동반하여 피부 점막에 심한 수포를 

일으키며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종양연관성 천포장 (paraneoplastic pemphigus; PNP)에 대한 연구

를 시작 하였다. PNP의 임상 및 조직학적 특성을 밝히고 자가항원 및 항체를 분석 함으로써 PNP가 새로운 자

가면역 수포성질환임을 1991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 하였다 2. 김수찬 교수는 1990년 귀

국 후 자가면역 수포성질환을 진단 하는데 필수적인 검사 방법인 direct immunofluorescence (DIF), indirect 

immunofluorescence (IIF), immunoblotting 및 immunoprecipitation을 피부과에서 직접 시행 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3,4, 유전성 수포성질환인 수포성표피박리증 (epidermolysis bullosa; EB)을 진단하기 위하여 IIF mapping 

과 전자현미경 검사를 피부과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 1998년에는 Castleman tumor와 동반되어 

bronchiolitis obliterance 발생으로 사망에 이른 국내 최초의 PNP 환자를 보고 하였으며7, 이 환자의 혈청 자가

항체를 이용하여 각질형성세포의 cDNA library screening을 함으로써 PNP 환자의 여러 자가항원 중 210kD 

항원이 envoplakin 임을 최초로 밝혀 내어 PNP가 plakin family protein에 대한 자가항체를 생성하는 질환임을 

1997년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발표하였다 8. 2000년에는 pyloric atresia 와 선천성 비뇨기 기

형을 동반한 단순형 EB 환자를 최초로 보고 하였으며9, 2003년에는 migratory circinate erythema를 보이는 새

로운 형태의 단순형 EB 가족을 발견하고 keratin 5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보고 하였다 10. 2003년 뉴

스킨 코리아의 후원으로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우회가 조직 되어 제1회 모임부터 2016년 제14회 모임까지 매년 참

석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1). 2006년부터는 피부과에서 직접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

하기 시작 하였고 우리나라 이영양형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의 COL7A1 유전자 분석과 단순형 환자에서의 K5/

K14 유전자 분석을 각각 발표 하였다 11,12. 2016년 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수포성표피박리증  클리닉에 등록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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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는 180여명에 달하며, 2016년부터 열성 이영양형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천포창 치료에 획기

적인 효과를 보이는 anti-CD20 항

체 Rituximab을 국내 최초로 천포창 

환자에 사용하기 시작 하였으며 그 

효능과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를 보

고 하였다 13,14. 2012년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PNP 환자를 분석하

여 이 질환의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

시 하였다 15. 2014년에는 우리나라 

유천포창 환자의 예후와 사망률을 조사하여 1년 사망률이 20%에 달하는 위중한 질환임을 밝혔다. 1993년부터 

2016년 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수포성질환 클리닉에 등록 된 보통 천포창 환자는 355명, 낙엽상 천포창 환자는 

226명, 종양연관성 천포창 환자는 13명, 유천포창 환자는 444명, 후천성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는 120명, 선상 

IgA 피부병 환자는 25명, 포진상 피부염 환자는 21명, 점막 유천포창 환자는 7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유일의 

수포성질환 센터로서 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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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백반증과

광의학

백반증은 일반인들에게 희귀질환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그 발생 빈도가 전 인구의 0.5~1%로 매우 높으며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다.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2200년경부터 기록되었고 과거 나병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환자의 차별과 낙인을 만들어냈다1.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백반증 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지속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백반증의 발생기전 및 치료

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의학의 중심지인 서양에서도 건선과는 달리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해 

백반증이 마치 고아와 같은 신세였다. 1980년 초에도 한국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백반증에 대한 의학적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고, 현재 피부과 의사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자외선치료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분

야였고 어느 누구도 이 치료법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에 박윤기 교수는 백반증 치료에 매우 중요한 광의학에 

관심을 갖고 1981년에 국내 처음으로 광선치료실을 세브란스병원에 설치해 건선, 백반증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

하였다. 또한 박윤기 교수는 1982년에 문교부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 John Parrish 교수에게 연

수를 떠나 “피부와 자외선”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돌아와 국내 자외선치료법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였

고 1984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외선 치료기계 국산 1호기를 개발하여 중외기계와 합작으로 대량 생산하여 국내

에 보급하여 국내 광의학 발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6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 국내 최초로 백반증 및 

건선 클리닉을 개설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와 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기초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스

테로이드 약물치료 밖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사용되지 않았던 당시, 백반증, 건선 클리닉으로 내원하는 백반증, 

건선 환자에게 psoralen 등의 약제와 자외선 조사요법을 겸한 광화학 요법을 실시하여 건선환자는 거의 대부

분, 그리고 백반증 환자의 60-70%가 치료효과를 보이는 등 괄목할만한 치료 성과를 보였다  2,3. 1984년 백반증 

및 건선치료에 필요한 광선치료기를 국내 처음으로 제작하여 보급했지만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이 자외선치료

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상태여서 광선치료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전국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

로 1990년 11월 이틀간에 걸쳐 광의학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겸한 제1차 광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90년 

당시 170명이라는 많은 피부과 의사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실습 내용은 건선의 광선치료, 백반증의 광선치료, 광

선치료기계 이용법 및 광선 검사법이었다. 모두들 진지하게 강의와 실습에 참여했고 현재 피부과에서 광선치료

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되었다.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후 이듬해인 1991년 레이저를 주제로 제2차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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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CO
2
 레이저만 있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성형외과에서 1991

년 처음으로 도입한 Tunable Dye Laser SPTL1을 포함한 고작 2대가 전부였다. 2차 심포지엄의 주제를 레이저

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양한 레이저를 피부과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피부과 영역

에서는 미개척분야였다. 결과적으로 백반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Excimer Laser 등 우리 과에는 각종 레이

저 기계가 10대 이상 있으니 눈부신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국내 다른 피부과에서 기초연구의 발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박윤기 교수는 백반증 및 광의학 분야에

서 환자 치료의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광화학요법에 사용되는 8-meth 

oxypsoralen (8-MOP)과 trimethylpsoralen (TMP)을 복강 내 투여한 뒤 C57BL/6 마우스에 UVA를 조사하여 

멜라닌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고4 기니피그에서 8-MOP, TMP, 5-MOP를 구강 및 복강 내 투여한 

후 피부 내 농도를 측정하여 광화학요법에 적절한 광과민제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5. 1991년에는 한승

경 교수가 백반증과 광의학 분야에 합류하면서 백반증 분야가 임상 및 연구 분야에 한층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백반증 병인 규명 연구를 위해서는 피부로부터 멜라닌세포의 배양이 필수적인데 박윤기 교수팀 

(한승경, 임성빈)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배양액으로 백반증 환자의 멜라닌세포를 배양하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

하고 임성빈 강사가 주축이 되어 정상 멜라닌세포와 성장속도, 세포의 형태학적 차이 및 계대배양 정도를 비교

함에 따라 백반증 규명에 한 단계 나아가는 큰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6-8. 1993년에는 백반증의 병인으로 

antibody-mediated cytotoxicity의 중요성과 전신 스테로이드의 치료 근거를 제시하였고9 김수민 강사는 실제 

임상적으로도 전신 스테로이드를 백반증에 사용하여 백반증의 진행을 막고 색소의 호전을 본 결과를 발표하였

다 10. 백반증의 수술적 치료로 흔히 사용되는 흡입수포를 이용한 표피자가이식술 (suction blister epidermal 

graft)에서 흡입수포 제작에 함익병, 최용섭 전공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1995년에는 광화학요법과 약물요

법으로도 더 이상 치료호전을 보이지 않는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수포를 이용한 표피자가이식술과 광화

학요법을 병합 치료한 100예의 환자 증례를 모아 그 효과의 우수성을 한승경 교수팀 (임성빈, 봉학욱, 박윤기)이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에 게재함11으로써 백반증 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보고하

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백반증과 동반된 백모가 좋아진 결과도 허원 전공의와 함께 발표하였

다 12. 1996년 박윤기 교수팀 (김남수, 김정빈, 임성빈, 한승경)은 백반증의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가항체설을 

증명하는 연구로 백반증 환자의 혈청에 65kd의 멜라닌세포의 표면으로부터 기원하는 자가항원에 반응하는 항

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3,14. 백반증 연구에 대한 공로로 박윤기교수는 1992년 5월 “백반증 환자에서 

항멜라닌세포 자가항체 활성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세학술상을 수상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피부질환 치료와 백반증 환자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의학계와 향토문

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생명과학부분 문화상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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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경 교수는 특별히 백반증의 다양한 임상 양상과 조직학적인 특징, 그리고 백반증과 감별해야 하는 질환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수의 논문에 게재하였다 15-23. 전우형 전공의와 백반증의 임상 양상에 대

한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고 이한승, 전윤선 전공의와 함께 쓴 탈색모반의 임상적 고찰은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의 임상연구 섹션에 게재되었으며16 이호정 전공의와 함께 1996년에 분절형 백반증 

208명의 임상 양상을 분석하여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4 에 게재하였고 또한 

trichrome vitiligo의 임상조직학 연구 (김이선, 유정환) 역시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에 

게재되었다. 장진호 전공의, 김수민 강사와 함께 1300명의 백반증 환자 중 191명의 안면 분절형 백반증 환자를 

그 임상 양상에 따라 분류하여 2000년 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하였다 25. 그 이후 오상호 교수, 김도영 

교수와 함께 기존에 제시했던 얼굴에 발생된 분절형 백반증의 임상 분류와 또 다른 임상양상의 환자들을 포함

시켜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에 한 단계 더 진보된 얼굴에 발생된 분절형 백반증의 새로운 분류법을 제

시함으로써 백반증 병변의 진행 방향과 침범 범위를 미리 예측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다 26. 또한 백반증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정신과 신의진 교수와 진행하기도 하였다  27,28. 

이와 같이 백반증 분야가 진료와 학술적인 분야의 성과 및 연구 교류 분야에서도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부과학회의 분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광의학회는 피부과 회원들에게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최신 의료지식을 제공하고자 1982년에 창립되어 박윤기 교수가 2대 회장 (1992-

1999년)을 맡으면서 활성화시키고 대한광의학회의 초기 성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2주간씩 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으로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중국, 필리핀, 시리아, 몽고, 시에

라리온, 인도네시아, 몰타 등 총 10개국 피부과 의사들에게 광선치료와 광선 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국위 선양을 

하였다. 또한 박윤기 교수는 국내 백반증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활성화, 학문적 교류의 증진, 그리고 백

반증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에 대한피부과학회 백반증 연구분과위원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백반증 연구분과위원회는 2009년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

식 학회로 창립되면서 매년 대한피부과학술대회에서 백반증 심포지엄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매년 자체 학술대

회와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백반증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환자들에게 

백반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반증 분야가 국내에서 피부과의 중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된 것은 1대 박윤기 회장과 5대 한승경 회장의 노력이 매우 컸으며 우리 피

부과학교실이 주축이 되어 학회의 설립과 발전,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선배 교수들이 백반증, 광의학 분야에서 쌓아놓은 많은 진료 경험과 연구 업적을 발판으로 

하여 현재는 오상호 교수가 이를 이어받아 백반증의 연구 및 진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 쪽으로는 

주로 새로운 백반증의 기전과 찾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9-31, 임상 연구로는 난치성 백반증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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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이나 병합치료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2-36. 오상호 교수는 대한백반증학회에서도 상임이사로 

적극 활동하면서 학술 교류 및 타 병원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37 특히 대한백

반증학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내에서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백반증 유병율을 전국적인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바 있다 38.

우리 피부과학교실의 백반증과 건선 및 광의학 분야의 발전은 주 연구테마를 백반증으로 선정한 박윤기 교수의 

선구자적인 혜안과 한승경 교수의 열정과 헌신, 오상호 교수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 김도영 교수의 노고

와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백반증 및 광의학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

는 교실이 될 수 있었고 우리 교실이 우리나라 백반증 및 건선과 광의학 분야의 발전과 대한백반증학회의 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교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선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선배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향후 또 100년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후학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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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베체트병

국내 및 국외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이 주목 받는 중요 연구분야 중 하나가 바로 베체트병의 임

상 및 기초연구라 하겠다. 베체트병은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피부염증 및 포도막염 등을 일으키며 종종 내부장

기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호발국가들이 분포하

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질환이다 1.

이 질환은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증상이 제시되었고, 1937년 이 증상들이 하나의 질환임을 처음으

로 밝힌 터키의 피부과 의사 훌루시 베체트 (Hûlusi Behçet)의 이름을 따라 병명이 명명되었다 2. 

국내에서는 1961년 첫 환자가 문헌으로 보고되었으나 3, 1980년 초까지는 보고 예가 드물어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인식되었고, 이 질환에 대해 아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다. 독일에서 은사인 Theodor Nasemann 교수로부터 베

체트병을 경험하고 수학한 이성낙 교수가 귀국 후 국내환자에서도 중요한 질환임을 일찍이 깨닫고 방동식 교수

와 함께 베체트병 연구 및 진료의 기반을 닦게 된다. 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과, 안

과,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이 국내 최초로 개소하였고, 국내 관련학회, 일반인들에게 베체

트병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4. 1985년 이성낙 교수와 방동식 교수가 국내 베체트병의 최초 역학 및 면역학적 연

구 결과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베체트병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ehçet’s disease)에

서 처음 발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베체트병 연구의 태동을 알렸다. 4년 후 미국 로체스터에서 열린 

제5차 국제베체트병학회에서는 이성낙 교수, 방동식 교수, 이은소 교수 등이 후속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6. 

1985년 방동식 교수가 당시 세계적으로 베체트병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Kawasaki 대학 및 

Juntendo 대학으로 연수 후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한 형태학 연구를 통해 결절홍반에서의 혈관, 염증세포 등 미

세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베체트병 피부병변의 초기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을 보고하였다 7-11.

베체트병은 후천적 환경요인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역할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

과학교실에서는 특히 헤르페스바이러스 (herpes simplex virus; HSV)의 베체트병의 병인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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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집중하였다. 베체트병 환자의 타액에서 PCR기법을 통해 HSV의 DNA가 증가됨을 확인하였고12, 이후 손성

향 교수 등의 노력으로 HSV를 이용한 베체트병 동물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13. ICR 마우스를 이용한 베체트

병 동물모델 확립을 통해 다양한 약제나 병인 기전을 in vivo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14-18.

미세구조 연구를 통해 베체트병의 병인이 초기 혈관내포세포가 표적임을 밝혀온 방동식 교수의 연구는 1990년

대 후반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혈관내피세포 및 혈관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귀국한 이광훈 교수의 다양한 연구

기법과 접목되어 보다 발전된 분자생물학적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 그림 1. 베체트병의 항혈관내피세포 항체. 

❶ 유전적인 요인과 헤르페스바이러스나 Streptococcus sanguinis 등과 같은 환경적요인, 그리고 면역학적 이상

이 베체트병의 병인에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❷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내 항 혈관내피세포 항

체 (AECA)가 출현하고 (Lee KH, et al., 1999) 핵 또는 세포질에 존재하던 표적항원 (대표적으로 Alpha-enolase 및 

hnRNP A2/B1)에 대해 AECA가 작용하면 (Lee KH, et al., 2003; Cho SB, et al., 2012) ❸ 추가적으로 표적항원의 세

포막 발현이 항진된다 (Cho SB, et al, 2013; Cho S, et al., 2013). ❹ AECA에 의한 신호는 세포 내 다양한 신호전달경

로를 통해 내피세포 (EC)의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세포표면부착분자 발현을 증가시켜 백혈구의 내피세포 부착을 유발

하고 (Lee KH, et al., 200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혈관염이나 조직염증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

으로 이러한 항 내피세포항체의 생성에는 내피세포의 표적항원과 세균 단백의 교차반응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Lee JH, et al., 2005; Cho SB, et al., 2013; Zheng Z,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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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내에 진피내피세포에 대한 순환 자가항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19,20, 이러한 자가항체는 

내피세포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혈관염증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21,22. 주목할 결과는 프로

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순환 자가항체의 표적이 혈관내피세포의 α-enolase임을 국제적으로 최초 규

명한 것이다 23. 후속 연구를 통해 이 α-enolase은 Streptococcus sanguinis의 항원과 교차반응 함을 증명하였

다 24. 다만 α-enolase의 경우 일부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미약하지만 발견이 되어 다소 특이성이 떨어진다는 한

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항 내피세포 자가항체의 표적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고, 항 내

피세포의 IgA 자가항체의 표적으로 hnRNP A2/B1을 최초로 발굴하였다 25. α-enolase와 유사하게 hnRNP A2/

B1의 경우도 세균의 chaperone 단백인 GroEL과 단백질 유사성 (homology)을 보임을 규명함으로써 26, 베체트

병 병인 연관 세균의 heat shock protein 이 사람의 혈관내피세포 내의 특정 단백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 교

차반응을 유발하여 항 내피세포 자가항체를 유도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피세포 자가항체는 혈관내피세

포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림 1).

베체트병의 임상 연구 분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의 임상경험을 바탕으

로 다수의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27,28, 특히 2001년 국내 최초로 다 기관의 베체트병의 국내 역학 및 임상

양상을 주도적으로 연구 보고하게 되었다 29. 또한 15년 이상의 방대한 임상연구 및 진료경험의 결과를 2001년에

는 유수의 의학출판사인 Springer-Verlag사의 간행물로 출간하기도 하여30 (그림 2), 국제적으로도 연세대학교 

 ■     그림 2. Behçet’s Disease: A Guide to 
its Clinical Understanding.

 ■ 그림 3. Behçet’s Dise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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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임상적인 경험과 연구의 수준을 검증 받은 바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2014년 

동양의 연구자로는 유일하게 방동식 교수가 베체트병 치료의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EULAR) 가이드라인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베체트병 치료 및 관리의 국제적 가이드라인 확립에 기여하였

다  31,32. 최근에는 독자적인 새로운 질환 활성도 평가도구를 제안하여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고33, 베체트병 특수

클리닉 개소 이래 30년 동안의 베체트병 임상양상을 10년 단위로 분석 비교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하

여 베체트병 호발국가들이 이병의 예후적 측면을 예측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4.

베체트병 분야 국제적 연구교류 활동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성낙 교수와 방동식 교수가 1985년 제4차 국제베체트

병학회에서 국내 베체트병 연구 결과를 보고한 이래 이후 이은소 교수, 손성향 교수 등 많은 교실 및 국내 연구

자들이 매년 국제베체트병학회에 참여하여 좋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베체트병 분야의 한국의 위상을 드

높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연구진을 주축으로 1999년에는 대한베체트병연구회가 창립하였

고, 특히 2000년에는 제9차 국제베체트병학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35. 베체트병 연구의 선두국

가들인 터키와 일본과는 각각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한-터키, 한-일본 베체트병학회를 정례화하여 국제적 교류

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피부과학회 (Congress of the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동아시아피부과학회 

(Eastern Asia Dermatology Congress) 및 유럽피부과학회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의 베체트병 학술심포지엄 혹은 워크샵에서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특히 국제베체트병

학회에서의 다각적인 학회활동으로 이성낙 교수가 2010년부터 국제베체트병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방동식 교

수가 사무총장 (Secretary)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학회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2016년 현재에도 

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출신 교수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베체트병연구회 (후 대한베체트병학회로 명칭변경) 창립을 주도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연구

진은 초대회장 (이성낙 교수, 1999~2003년) 및 3대 회장 (방동식 교수, 2007~2012년)을 역임하면서 국내 베체

트병의 연구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 및 본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김도영 교수 등 많은 후학들이 베체트병의 연구 및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013년 이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베체트병 연구 및 진료의 역사를 영문으로 정리

하여 ‘Behçet’s Disease in Korea’를 출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4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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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아토피피부염

‘아토피’ 라는 말은 1923년 Coca와 Cooke에 의해 처음 명명된 말로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말로 처음 

쓰여졌으며 “아토피피부염’ 은 1933년 Sultzberger와 Wise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1. 그 이전에 ‘porrigo 

larvalis’, ‘lichen agrius’ 나 ‘prurigo Besnier’로도 불리던 아토피피부염은 1979년 제1회 국제아토피염학회에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진단기준에 대한 논의 후, 1980년 Hanifin과 Rajka 아토피피부염 진단기준이 확립된 후 기

하급수적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정식 kit를 사용한 첩포검사를 시행한 이후 1986

년에 세브란스병원에 “알레르기 특수클리닉”이 개설되면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광훈 교수가 “알레르기 특수클리닉”을 담당하면서 1995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를 이용한 알

레르겐 특이 면역치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3, 1996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달맞이꽃종자유의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4 1997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혈관부착인자 (VCAM-1)가 증가되어 있는 것

을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에 최초로 보고하였다5. 1998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대한 특이 IgE 및 IgG4 항체, 피부첩포검사 및 랑게르한스세포의 항원전달능력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 6,7.

국내에서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1999년 처음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아토피피부염 연구가 시

작되었다. 이광훈 교수가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며 활발히 학술 활동을 하면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의 집먼지

진드기 항원-자가항체 면역 복합체 치료효과 8,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 요법의 치

료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9. 2001년에는 국내 피부과 최초로 프로테옴 기술을 접목하여 정상인과 아토피피부

염 환자 혈청의 프로티옴 지도 비교에 대한 연구 10,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혈청 자

가 항체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발굴 11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IL-12에 의한 CD4+ T 세포 단백 변

화에 관한 프로테옴 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12.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다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연구를 활성화하여 현재 아토피피부염의 국소 도포제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국소 tacrolimus에 대한 국내 다기관 임상연구를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고 발표하였다 13. 또한 성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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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피부염 환자에서 Narrow-Band Ultraviolet B 의 치료효과를 발표하였으며14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주도

하는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 소아형 아토피피부염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15 및 한국 아토피피부염

의 치료지침을 2006년 발표하였다16.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국소 pimecrolimus의 효과와 순응도에 관한 

다기관 설문조사 17 및 아토피피부염에서의 피부관리에 대한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18.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병인으로 면역학적 이상이 중요한 핵심 기전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Th2 사이토카인인 

IL-4와 IL-13 외에 피부각질세포에서 분비되어 아토피피부염에서 Th2 반응을 유발하는 pro Th2 사이토카인인 

Thymic Stromal Lymphopoietin (TSLP)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19 이어 선천성 면역 세포의 

일종인 Natural Killer T 세포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TSLP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국내에서 

시행한 아토피피부염 연구로는 처음으로 알레르기 분야 최고 저널인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JACI: IF 12.485)에 게재하였다 20. 또한 아토피피부염과 연관된 케모카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아

토피피부염과 CCL18의 연관성을 보고하였고21,22 스트레스가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키는 면역학적인 기전에 대

한 연구를 2009년 처음으로 보고하였고23 2012년에는 스트레스가 Regulatory T 세포에 작용하여 아토피피부염

을 악화시킴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2012년 JACI에 또한 게재하였고24 2016년도에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스

트레스에 반응하는 새로운 조절 인자인 DOCK8을 새로운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접목하여 발굴하였다 25. 최근까

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이용하여 발굴한 물질은 S100A8/A9 26 및 Galectin-10 27 등이 

있어 아토피피부염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아시

아인에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Th17이 증가한다는 논문을 처음으로 JACI에 보고하면서 한국인 아토

피피부염 환자의 특이성을 제시하였다 28.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를 1995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아토피피

부염 환자가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를 받았으며,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의 효용성을 2013년 JACI에 보고하였으며29 2014년 및 2015년에 연이어 본원에서 시행한 알레르

기 특이 면역치료의 결과 30 및 Vitamin D와의 연관성 연구 31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우

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연 50억원 (총 연구비 400억원)의 연구중심병원 과제

에 새로운 알레르겐 탑재 신기술 개발이 대표 과제로 선정되어 이광훈 교수가 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2유닛장

을 역임하면서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알레르겐 탑재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단계 3년 동안 신정우 교수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으며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제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효과

를 검증할 동물모델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 모델은 앞으로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약제 개

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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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의학의 흐름이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면역성 질환의 경우 biologics로 치료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 글로벌 임상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L-4 Receptor 

alpha에 대한 항체인 Dupilumab 글로벌 3상 임상 연구의 경우 2016년 보고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F: 59.558) 의 3상 임상 연구의 공동 연구자로 이광훈 교수가 참여하였다  32. IL-13에 대한 항체인 

Lebrikizumab 글로벌 2상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3상 임상 연구에도 이광훈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

여할 예정이다.

이광훈 교수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 (2003~2007년),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 (2009~2011년), 대한피부

연구학회 이사장 (2001~2003년), 회장 (2013~2014년)을 역임하면서 국내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및 기초연구의 

초석 및 발전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 세계 아토피피부염 석학이 주도하는 International 

Eczema Council (IEC)의 국내 대표로 추대되었으며 2015년부터 IEC의 상임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IEC 

상임이사진들과 국제 IEC 컨퍼런스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의 새로운 용어 통일 및 건선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글

로벌 임상 및 기초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anifin & Rajka의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기

준을 탄생시킨 International Symposium on Atopic Dermatitis (ISAD)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개최

될 ISAD의 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도 부임한 박창욱 교수의 경우 1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의 면역 기전 및 치료에 대해 기

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아토피피부염의 선천성 면역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으며33 3년

반 동안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피부 T 세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와서 Nature Medicine (IF: 30.357)에 피부 

T 세포에 대한 논문을 최근에 보고하였다  34.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 마우스 및 특이 유전자 knock down 기술

을 통하여 아토피피부염의 면역학적 병인에 특이한 물질을 발굴하고 그 면역학적인 기능을 밝히는 실험을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Intravital Imaging 및 Bone Marrow Chimera, Parabiosis 기법 등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의 질

병 유발 기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 세포의 새로운 기능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중심병

원 2유닛 간사로 새로운 알레르겐 탑재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Dupilumab 및 Lebrikizumab 글로벌 임상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토피피부염의 신기

술 및 신약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광훈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신정우 연구조교수는 스트레스에 의한 아토피피부염의 악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년간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 T세포 내의 DOCK8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절 T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활성 T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을 규명하였다 25. 근래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5,000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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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임상 증상을 정리하여 한국인 아토피피부염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풍부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알레르기 행진 및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중요 역할을 하는 인자를 규명하여 특허 

출원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미국Rockefeller 대학 및 일본 교토 대학과의 국제 공동 협력 연구를 통하여 아시

아인의 아토피피부염에서 Th17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백인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한 연구 28와 국내 

아토피피부염 임상 연구로서는 최초로 글로벌 2상 및 3상 임상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지연 박사는 오랫동안 이광훈 교수의 아토피피부염 기초연구 특히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유

수잡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토피피부염 연구실의 정착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여하였지만 특히 

유정환, 최유진, 이주희, 오상호, 정지인, 이희정, 권연숙, 배정문, 배병기, 노성민, 이정수, 이혜민, 곡원호 선생과 

연구실의 김산, 김서형, 김지혜, 김혜란, 천왕성, 김보미 선생들의 열정적인 연구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지면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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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접촉피부염과 피부 
수지상세포 연구

접촉피부염은 저분자량의 합텐과 같은 알레르겐이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의 선천성 혹은 항원특이적 후천

성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피부에 반복적으로 소양감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접촉피

부염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일정한 농도 이상의 자극을 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서 발생하는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민감화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있다. 접촉피부염의 

약 80% 이상은 자극성 접촉피부염이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면서 자극성 접촉피부염의 빈

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원인 알레르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핵

심병태생리로는 피부에 존재하는 랑게르한스세포를 포함한 피부 수지상세포가 알레르겐을 인지하고 항원특이

적 T 세포반응을 유도하여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접촉피부염에 대한 연구는 피부 수지상세포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우리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접촉피부염에 대한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피부 

수지상세포에 대한 기초면역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는 1969년부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을 위한 첩포시험이 처음 실시되었

다. 1972년도에는 첩포시험을 통한 한국인 접촉피부염 환자의 임상적인 고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

으로 접촉피부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 이후 다양한 원인물질에 의한 접촉구순염과 수

은에 흡입에 의한 전신 접촉피부염의 증례를 발표하였고, 화장품, 야채류 등 다양한 항원과 접촉피부염과의 연

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5. 김수찬 교수는 1989년도에 BALB/c 마우스에 DNFB 합텐으로 알레르

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한 마우스모델을 통하여 표피세포의 림프구 자극능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6, 박

윤기 교수는 1993년도에는 동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접촉피부염에서 랑게르한스세포, Ia 양성 각질형성세포

와 Thy-1양성 수지상표피세포의 변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7.

우리 피부과학교실에서 접촉피부염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본격적인 기초연구는 피부 수지상세포 연구분야를 국

내에 처음 소개하고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걸 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민걸 교수는 1991년 9월부터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Dermatology branch에서 2년 연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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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Mark Udey 교수 실험실에서 랑게르한스세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표피 랑게르한스세포 및 

피부 수지상세포에 대한 co-stimulatory molecule 및 E-cadherin 분자 발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8,9 E-cadherin이 thymocyte 및 thymic epithelial cell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보고하여 기초면역장기에서 

E-cadherin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0. 귀국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지상세포와 연관된 피부면

역학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11-12. 이민걸 교수는 2001년에 대한 수지상세포연구회가 발족하면서 부회장을 역임

하였고, 2003년부터 2년 동안 수지상세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수지상세포학회와의 교류를 시작하였

다. 그리고 2006년 일본 수지상 세포학회에 초청연자로 방문하였고 13, 2008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 수

지상세포학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수지상세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랑게르한스세포와 수지상세

포는 외부 배양이 되지 않고 조직에서만 채집이 가능해서, 연수 당시 랑게르한스세포 연구를 위해 많은 수의 쥐

를 잡아야 실험이 가능했지만, 그 후 최광성 교수, 강진문 선생과 함께 수지상세포의 체외 배양을 시작하면서, 

적은 수의 수지상세포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여러 실험들을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 14. 이민

걸 교수는 체외에서 배양한 단핵구 유도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2003년에는 강진문 강사와 함께 HLA-DM이 

단핵구 유도 수지상세포 성숙의 지표임을 발표하였다 15. 그 후 수지상 세포 연구를 접촉피부염의 기전 연구에 적

용하여 2008년도에는 제정환 박사와 함께 접촉 알레르겐으로 잘 알려진 TNBS를 XS-106 수지상세포주에 처리

하였을 때 활성산소가 생성되면서, 접촉과민반응에 중요한 IL-12가 함께 증가함을 관찰하여 ROS의 변화가 접촉

피부염의 기전에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16. 2010년도에는 다쉬카, 김동현 교수, 김태균 선생과 함께 DNCB를 포함

한 다양한 알레르겐과 자극 물질들이 단핵구 유도 수지상세포와 HaCaT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분비하여 표면분

자들을 활성화 시키며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접촉피부염 반응에 관여함을 발표하였다 17-18. 또한 2013년도에는 박

진모 강사, 제정환 박사와 함께 열충격단백질-70 (Heat-shock protein 70; HSP70)이 TNCB 유도성 접촉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표하여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서 HSP70 표적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19-20. 그리고 김대석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의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genome-wide 

association study)를 통하여 니켈 접촉피부염 환자의 새로운 유전자 다형성을 발견하여 보고하기도 하였고21 

2014년도에는 한국인의 다감작 접촉피부염 환자의 특징을 분석하는 탐색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2. 2015년도에

는 의과대학 환경의생물학교실 김형표 교수와의 협력연구를 진행하여 김태균 선생과 함께 DNA 결합단백질인 

CCCTC-binding factor가 표피 랑게르한스세포의 이동과 항상성를 유지하는데 관여하며, 면역체계를 조절한다

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3. 이민걸 교수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원인 합텐

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태균, 김성희 박제연 선생과 함께 현재 만성 접촉피부염 기전에서 

피부 수지상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피부 수지상세포에 의한 피부면역 항상성조절 메커

니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변형 마우스를 도입하여 피부 수지상세포의 역할규명에 대

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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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교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에도 관심을 갖고 2007년도에 진단검사의학화 김현옥 교수의 도

움으로 사람 말초혈액의 단핵구를 대량으로 순수 분리하여 수지상세포를 분화시키는 방법을 구축하여 수지상

세포 세포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24. 이민걸 교수는 접촉피부염 및 수지상세포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

으로 전이성 악성 흑색종 환자에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 연구에 매진하였다. 2006년 이태형 박사와 

조영훈 당시 강사, 그리고 핵의학과 이종두 교수와 함께 흑색종 마우스모델에서 Holmium-166과 수지상세포 병

합치료의 우수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25, 이태형 박사와 조영훈 당시 강사와 함께 2007년에는 다량의 미성숙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흑색종 마우스모델의 치료효과에 대해 보고하였고26 2009년에는 흑색종 마우스모델에서 

최적화된 수지상세포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7. 이러한 동물중개연구를 바탕으로 이민걸 교수는 김대석 

교수, 김동현 교수, 구본철 선생과 함께 악성 흑색종 환자에게서 자가 수지상세포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집약하여 수지상세포의 악성 흑색종 치료효과를 학계에 보고하였다 28.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지상세포 기반의 항암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피부과

학교실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지상세포 치료기술을 발

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은 피부 수지상세포 연구분야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접촉피부염 

및 피부 수지상세포 연구에 전념하였던 이민걸 교수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피부면역학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교실이 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피부면역학 연구의 저변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접촉피

부염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와 면역기전 발굴연구를 통해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와 임상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피부과학교실이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한 뜻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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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진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진균학 연구는 1980년 진홍상 교수가 벨기에 열대이학연구소에서 진균학

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진홍상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교실에 진균학 연구실이 개

설되었고 이때부터 교실자체에서 진균동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3년 이광훈 교수는 진홍상 교수의 지도 하에 

석사 학위 연구로 imidazole 유도체 및 griseofulvin의 항진균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진홍상 교수

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진균학 연구에 대한 책임을 1985년 원주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광훈 교수가 맡게 되

었다. 임용 전 이광훈 교수는 우리나라 피부 진균학의 태두이신 경북의대 서순봉 교수로부터 단기간 진균 동정

에 대한 사사를 받고 수시로 서순봉 교수와의 자문을 구하면서 진균 동정을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이광훈 교수

는 피부진균학과 피부면역학을 접목하는 연구에 관심을 갖고 Microsporum canis (M. canis) 의 keratolytic 

proteinase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연구들을 통해 감염된 기니피그에서 분리 정제한 

proteinase의 혈청학적 반응 2 및 M. canis로부터 분리 정제한 keratinolytic proteinase의 기질 특이성 및 

inhibitors에 대한 연구 3를 이정복 교수와 함께 진행하여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또한 원주에 재직하는 동안, 

당시 유행하였던 원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의 M. canis 감염증의 임상적 연구 4, 원주지방을 중심으

로 강원도 지역 피부사상균증의 임상적 및 균학적 관찰 5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지역적 진균 감염증에 대한 연구

도 활성화 하였다.

이광훈 교수는 피부백선균의 keratinolytic protease의 첫 발굴 및 M. canis 에 대한 초기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M. canis에 감염된 기니픽에서 ELISA법에 의한 혈청내 항 Proteinase 항

체 검출 6 및 Microsporum에서 추출한 keratinolytic proteinase의 inhibitors와 substrate의 특이성에 대한 연

구 7, ELISA를 통한 피부사상균 감염 환자의 혈청으로부터 분리된 keratinolytic proteinase에 대한 IgG, IgM 항

원의 검출 8, 전자현미경으로 immunoperoxidase technique을 이용한 M. canis에 감염된 기니피그의 피부 조직

에서 keratinolytic proteinase의 검출 9 및 위치 확인 10 등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하면서 진균의 keratinase에 대

한 다양한 연구11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 이와 더불어 진균의 동정법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KOH(potassium hydroxide) 도말검사, 배양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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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CPA (KOH + Nail Clipping + PAS (periodic acid-Schiff) stain) 검사를 시작하여 조갑진균증의 진단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8. 

일반적으로 진균을 동정하는 데는 광학현미경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이미 이성낙 주임교수 당시 잘 구축된 피

부과로는 국내 유일의 전자현미경학 분야를 활용하여 이광훈 교수는 방동식 교수와 함께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을 통해 3차원 이미지와 유사한 영상을 얻어 진균을 더욱 정확하고 세밀

하게 관찰하였다 (그림 1). 그리하여 1989년에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어루러기 환자의 병변과 비병변에

서 보이는 Malassezia furfur의 형태학적 차이점을 연구하였으며12, 또한 피부사상균의 형태학적 관찰 13에 관하

여 보고하였다.       

진균 감염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1980년대 피부진균증에서 경구 itraconazole을 

이용한 임상적 치료 14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부터는 족부 백선 15, 조갑진균증 환자 16 및 신장 이식환자 

중 조갑진균증이 발생한 환자에 있어서 경구 terbinafine 치료의 효과와 순응도 17,19 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경구용 치료보다는 국소 외용제 치

료를 선호하게 되는 소아 피부진균증 환자에서의 적절한 경구용 항진균제 사용법을 질환별로 기술하여 20 진균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적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이후 추가로 영유아 21 및 소아 피부진균증 환자들 22의 임상

적 특징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또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표재성 진균 감염환자들에 대한 보고 이외에도, 근래 항암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장기이식술이 보편화 되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심부 진균감염과 육아종 형태의 진균감염증 23-26 및 아스페루길루

스증, 알테나리아증, 흑색진균증, 크립토코쿠스감염증 등 침습적인 기회 진균감염 27-31, 그리고 전신 진균감

염 32-33에 대해서도 다양한 증례보고를 하였다. 그밖에 특이한 임상을 띄는 진균 감염증에 대한 보고 34-36 및 

RNA sequencing을 통해 이를 진단한 증례37를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진균증의 동정과 진단, 발병 기전, 면역학적 요인, 역학 및 기타 임상적 연구들을 지속하면서 37-45 주

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이끌어나갔다. 이러한 풍부한 실험적,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에는 

fluconazole 크림과 flutrimazole 크림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3상 연구 46 에 이광훈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광훈 교수와 함께 최근에는 조성빈 임상조교수가 함께 연구를 하였다가 그 후에는 김도영 조교수가 함께 진균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피부 진균증은 피부과에서 늘 접하는 중요한 질환으로서 앞으로도 정확한 진단 및 적절

한 치료를 위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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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피부백선균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 그림 2. 어루러기균의 주사전자현미경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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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피부미용,
흉터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는 욕구와 건강한 피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피부미용관련 시술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부과 영역에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분야이다. 환경오염과 자외선에 따른 피부에 대한 유해환경이 심화

되는 환경적인 요인과 비전문가들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미용 치료가 횡행한 최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치

료법에 응용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조

언 하는 것 또한 피부과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이며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기반을 둔 피부미용과 관리는 임상적

으로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피부과학의 다른 분야들처럼,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는 피부과 영역에서의 미용치료가 현재처럼 보편화 

되기 훨씬 이전부터 피부미용과 흉터치료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레이저 치료 기기가 도입되

기 이전부터 우리 교실에서는 기존의 화학박피술을 응용하여 흉터치료나 색소질환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화학

박피술 (chemical peeling)은 1920년대 Trichloroacetic acid (TCA)를 피부질환 치료에 처음 사용한 보고가 있

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그 농도를 달리하여 여러 피부질환에 이용되어 왔다 1. 이후로는 Phenol이나 Jessner 

용액 등을 함께 이용한 복합피부박피술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정복 교수는 1989년부터 국내 최초로 

TCA peeling을 도입하여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그 치료효과를 분석하여 검버섯, 색소모반, 여드름 흉터 등

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2-5. 

피부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는 박피술 (dermabrasion), 레이저, 펀치이식술 (punch 

grafting)이 주로 사용 되었는데, 당시에는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도 주로 ablative laser 시술이 이루어져 시술 후 

회복기간이 길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기 어려웠다. 이정복 교수는 1990년부터 여드름 흉터나 위축성 흉터, 

넓어진 모공 바닥에 고농도 (100%) TCA를 국소적으로 찔러 넣어 진피의 구성물인 collagen, elastin 등의 생성

과 각종 growth factor의 발현을 유도하여 흉터를 치료하는 Chemical Reconstruction of Skin Scars (CROSS) 

Method (화학적 흉터 복원술)를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탁월한 치료효과를 여러 학술지에 보고하였다 

6-8. 이러한 이정복 교수의 업적은 2002년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이광훈 교수와 공동저자로 게재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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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여드름 흉터치료법으로 인정되었다 7.  또한 2011년에는 미국에서 발간된 교과

서인 ‘Chemical Peels’에 정기양 교수, 이광훈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여 CROSS Technique을 집필

하였다 9. 또 다른 미국미용피부과학 교과서인 ‘Cosmetic Surgery of the Asian Face’에는 CROSS를 ‘Method 

of Jung Bock Lee’로 소개되었으며 10, 2006년에는 ‘Textbook of Chemical Peels’를 Philippe Deprez와 강진수 

원장과 공동저자로 집필하였다 11. 이정복 교수는 미용피부과학회 회장과 2007년 창설된 대한 케미컬필링 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흉터치료의 한 분야로 CROSS요법과 TCA 케미컬 필링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여 후학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까지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CROSS요법이 여드름 흉터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12. 케미컬필링 분야는 피부과학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피부과학회 산하 학술대회와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미용치료 술기 중 피부과 전문의의 고유영역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피부미용치료 분야의 발전에서 레이저 치료 기기의 도입은 최근 이삼십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준 분

야이다. 의료용으로 최초로 1960년대에 루비레이저가 국내 소개된 이후 여러 가지 레이저 기기들이 다양한 임

상과들에서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미용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레이저 기기들이 도입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1990년대 초반 국내 피부과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는 대부분 CO
2
 레이저가 전부였다. 

1991년도에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 주최한 ‘제2회 광의학 심포지엄’에서는 레이저를 주제로 하였으며 당

시 주임교수이던 박윤기 교수가 ‘피부과 영역에서 레이저 이용의 장래’라는 내용을 강의하였다. 이는 당시에 국

내에 생소하던 피부과 영역의 레이저 치료를 소개하는 학술대회로 당시 약 250여 명의 전국의 대학병원 및 종

합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교수와 전공의들, 개원의들이 참석하였다. 같은 ‘제9회 세미회 학술모임’도 레이저를 

주제로 하여 임성빈 연구강사 외 초청연자들 (정중현, 남인환, 고창조, 이태권)이 세미회 동문들에게 새로운 기

기들과 피부과적 활용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다. 1993년 우리교실에서는 국내 피부과 최초로 10여명 이

상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제1차 서울 국제피부과학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질환의 치료의 선두주자인 Dr. Gary P. Lask

와 Dr. Milton Warner를 초청하여 국내에 도입 이전이던 Flashlamp Pulsed Dye laser와 Q-switched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성 병변의 치료에 대한 강의를 소개하여 국내 피부과 학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기의 사용되던 레이저 기기들로는 1990년대 세브란스병원에 Mitsui & Co 사의 Tunable Dye Laser 

SPTL-1가 있었으며 1994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Laser Industries 사의 Sharplan CO2 레이저, Candela 사의 

PLTL-1 Pulsed dye와 Alexandrite 레이저, 1997년 세브란스병원에 Cynosure 사의 Pulsed dye 레이저가 도입

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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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세브란스병원 본관이 새로 개원을 하며 5층 외래공간으로 피부과 진료 공간이 이동하며 당시 피부

과 이승헌 주임교수와 이주희 교수가 기존 기기들에 확충하여 Cynosure 사의 Er:YAG과 Apogee 40, 

Photogenica 사의 VLS dye, Hoya Conbio사의 C3 Nd:YAG Medlite와 Sciton 사의 Profile MP IPL 기기 등을 

새로 도입한 ‘레이저실’ 공간을 마련하고 이광훈, 이민걸, 정기양 교수, 이주희 강사가 참여하는 레이저 특수클리

닉이 개설되었다. 또한 본관 레이저실 개설 당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피부관리실을 개설하여 레이저 치료 

전 후 처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부미용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피부노화와 관련하여 본 교실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광훈, 

이주희 교수 팀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피부 및 신체기능의 노화에 대한 기초연

구를 수행하였다 9,10. 이광훈, 이주희 교수 팀은 2007년 대한피부연구학회지에 ‘혈관내피세포의 노화관련 단백의 

발굴’ 이라는 내용으로 노화에 의한 인체혈관내피세포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후 국내 피부과 영역에

서 최초로 기초연구에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적용하여 노화 관련 단백질과 신호전달물질들의 상호작용을 2009

년 Experimental Dermatology에 ‘The effect of moesin overexpression on ageing of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라는 원저로 소개 하였으며 이후 각 단계별로 작용하는 물질들을 조절하여 추

가연구와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유수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11-13. 

이와 같이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은 국내에 레이저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부터 피부질환치료의 선두주자로서

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으며 선대 주임교수, 지도교수들의 업적을 발판으로 하여 현재 이주희 교수가 피부미용과 

흉터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주희 교수는 레이저 특수클리닉을 운영하며 경험한 다양한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 임상경험을 통해 수술 후 흉터 생성 예방을 위한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국내외 학술논문에 보고하였으며, 

레이저 병합치료를 통한 우수한 임상 효과를 여럿 발표한바 있다. 특히 국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갑

상선 암 수술 후 흉터 치료 분야에서는 갑상선 외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한 레이저 치료, 조기 치료 효과

들을 입증하였다 14-17.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은 다양한 레이저 기기들을 이용하여 미용목적을 위한 치료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화농성 한선염, 비미용인에 의한 이물반응, 만성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혈관 홍조 등 

피부질환과 관련된 증상에도 다양하게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사례들을 보고하여 레

이저 기기의 임상적 활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18-23. 

이주희 교수는 하버드 의과대학 MGH 피부과의 주임교수인 David E. Fisher의 랩에서 연수기간 중에 

melanocyte stem cell과 pigment regulation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수 기간 중의 성과를 국제 학술지

에 보고하여 피부질환, 미용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모발질환에 대한 기초연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4,25.  2014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는 hypertrophic scar와 keloid의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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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흉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섬유모세포의 기능과 영향을 주는 신호전달 물질들의 발현을 상호 작용을 

밝혀낸 바 있다 26-29. 이주희 교수가 주축이 되어 2014년 세브란스에 새로 연세암병원이 개원한 이후 국내 최초

는 물론 세계 최초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협의진료를 통해 흉터에 대한 복합적인 맞춤치료를 진행하는 ‘흉터성

형레이저센터’를 개설하였다. ‘흉터성형레이저센터’는 다양한 임상과들 (갑상선 외과, 위장관 외과, 흉부외과, 정

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과의 유기적인 협의진료를 통해 모든 외과 수술 후 흉터에 대한 예방부터 오래된 흉터에 

대한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발전하는 세브란스병원에 발맞추어 피부과의 영역을 또 한번 확장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피부과 의사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까지 피부미용 특히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이미 국내에 피부미용치료 기기들이 널리 도입되기 이전부터 피부미용에 대한 연구를 선도

하고 임상적인 경험을 쌓아왔다. 교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이 피부미용과 흉터치

료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선대 주임 교수들과 지도교수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드리며 향후 후학 양성에 힘쓰고 더욱 발전하는 연구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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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피부외과

피부외과는 피부와 관련된 외과적 수술을 주로 하는 세분화된 전문과목 중 하나다. 피부암 및 피부 양성종양과 

같은 종양제거 및 재건 수술은 물론 미용적 외과수술에 해당하는 Chemical peeling, laser, botulinum toxin 

injection, liposuction 및 지방 이식 등이 모두 피부외과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피부외과 분야에 독보적인 수

련 과정이 있는 교실이 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이다.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피부외과의 시작 및 진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피부외과는 1996년 3월부터 정기양 교수의 진료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기양 교수는 

Pennsylvania Medical Board에서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제한 면허 (institutional license)를 받고 Tatyana Humphreys 교수 지도하에 모즈미세도식수술 

(Mohs micrographic surgery, MMS)에 대한 hands-on training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 MMS는 2000년 

7월 정기양 교수가 연수에서 돌아온 직후 시작되어, 2009년 8월에는 500예를 달성하고 2013년 6월에는 MMS 

1,000례를 기념하여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진 1). 2016년 현재 모즈미세도식수술 건수가 1,900례를 넘

어가며, 피부외과 분야의 활발한 진료 활동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악성 흑색종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여,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과와 함께 다학제 진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정

기양 교수의 제자인 노미령 교수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외과 임상강사 수련 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발령을 

받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도 피부외과 진료를 시작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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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1.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3년)

  피부외과 전문 분야의 후학 양성 및 교육

피부외과 분야의 후학 양성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04년 정우길선생이 전문의 취득 후 피부외과 분야

의 첫 임상 강사를 시작한 이래, 많은 연세대학교 및 타 대학 피부과 출신들이 전문의 취득 후 임상 강사를 하면

서 피부외과 분야의 술기를 배웠다. 피부외과 임상 강사들은 모즈미세도식수술을 비롯한 피부 악성종양의 수술, 

양성종양의 수술뿐만 아니라 liposuction 및 지방이식수술 등 여러 미용수술까지 두루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2008년부터는 외부 대학의 임상강사들이 피부외과 분야를 배우기 위해 파견 형식으로 방문하여 현재는 피부외

과 수련을 거쳐간 피부과 전문의의 수가 약 3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기양 교수는 American Society for 

Dermatologic Surgery의 International Travelling Mentorship Program의 Mentor/Host로서 피부외과가 발달하

지 못한 여러 나라의 피부과 의사들을 초청과 교육하여 국내뿐만 아닌 국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피

부외과 교육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는 매년 6월 마지막 주말에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을 개

최하고 있으며, 현재 4회 심포지엄까지 개최하여 교실 내 뿐만 아니라 전국 피부과 수련의 또는 전문의에게 안

면해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해부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연구 및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2). 

이처럼 연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피부외과 분야는 교실 내 뿐만 아니라 전국 및 외국의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

로 후학을 양성하여 피부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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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 제2회 안면해부 워크샵 개최 (2013년)

  피부외과 분야의 연구 업적

피부외과의 연구는 크게 피부외과 분야와 피부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악성 흑색종은 피부의 멜라닌세포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최근 30년간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증

가 주체에 있는 암종이다. 피부외과 정기양 교수는 피부외과 진료를 시작한 직후부터 피부흑색종에 대한 연구

를 시작하여 2010년에는 한국인 피부흑색종 환자 중 가장 흔한 흑색종인 말단흑자흑색종 환자들의 치료 및 예

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말단흑자 흑색종 환자의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절단법이 아닌 광범위 절제술에 대한 치

료의 근거를 확립하였다 26. 이후 말단흑자 흑색종의 수술 방법으로 광범위 절제술 후 secondary intention 

healing 방법27,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의 도입28, delayed reconstruction 29 및 punch grafting의 

병합 요법 30으로 수술 방법을 발달시켰다. 정기양 교수 팀은 MMS의 영역을 확대하여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뿐만 아니라 유방외 파젯병 31 및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32 에서도 그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피부암의 병

인으로 유전인자의 변이가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피부흑색종 33 및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34의 유전적 변이 

양상에 대한 임상, 조직 및 유전학적 고찰을 통해 한국인의 피부암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국내 피부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노미령교수는 2014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MGH 의 

Wellman Center for Photomedicine 의 Hensin Tsao 교수 연구실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한국인 피부흑색종에

서의 유전적 특징, 예후 인자에 관련한 심도 깊은 연구 35-37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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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외과 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피부 질환의 외과적 치료 방법의 도입 및 다양한 레이저 기기의 유용성을 확인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피부외과적 접근이 필요한 여러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38 뿐만 아니라, 

infraorbital dark circle 39, scleroderma 40 그리고 alopecia41 등 다양한 질환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도입하여 새

로운 치료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레이저 기기 및 시술의 유용성 42-45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하였다.

  피부외과 분야에서의 다양한 학회 활동

정기양 교수는 국내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와 대한피부암학회에서, 국제적으로는 Dermatologic and Aesthetic 

Surgery International League (DASIL) 및 ASD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양 교수는 제5대 대한피부

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국제적으로는 ASDS의 International Travelling Mentorship Program의 Mentor/

Host를 맡고 있으며, DASIL의 Nominating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피부외과 분야는 피부과학교실 창립 후에 새롭게 발전하는 분야로서 교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또 

100년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야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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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부과학교실 연구분야

피부장벽

‘피부장벽’ 개념은 198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의대 피부과의 Peter M. Elias 교수가 “Brick 

and Mortar”모델을 제시하면서 확립되었다1. 이후 피부장벽에 대한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질환의 병인 및 

치료, 경피약물전달, 보습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 이 ‘피부장벽’이란 개념을 우

리나라에 적극 소개한 대표적인 연구자가 이승헌 교수이다. 이승헌 교수는 1985년 미국 아이오와의대에서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한 표피지질 및 피지에 관한 연구와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의대 피부과의 Elias 교수 연구실에서 피부장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Elias 교수 연구실에서 ‘피부장

벽 기능 및 항상성 회복에 표피 칼슘기울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즉, 전자현미경 하에서 Calcium ion capture cytochemistry 기법 등을 이용하여 피부장벽이 급성손

상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칼슘이온이 피부장벽기능 회복의 시그널 임을 증명하고 이를 1992년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에 발표하여 피부장벽 연구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일조하였다 2.

  피부장벽에서 칼슘이온의 조절 기전과 역할에 대한 연구 

귀국 후 피부장벽기능 측정법, 표피 칼슘 고정법, 각질세포간 지질막 후고정법 등 당시로서는 피부장벽의 최신 

기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 이식하여 피부장벽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의대 피부과의 Elias 교수는 연구에 열정을 보인 제자 이승

헌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 연구실에서 사용해오던 전자현미경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승헌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유학 후에도 독립적으로 피부장벽에서의 칼슘이온의 조절 기전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칼슘이온의 세포 외 농도 감소가 세포 내 농도 감소를 유발하는 기전에 Protein kinase C-delta가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3,4, 세포 외 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포 내 농도의 변화가 피부장벽기능 회복의 신호

가 됨을 증명하였다  5. 한편으로 생체 피부에서 피부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 (이온영동 및 초음파영동)으로 

표피 칼슘이온기울기의 소실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부장벽 손상 없이 표피 칼슘이온 농도의 변화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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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층판소체의 분비를 유도하며 표피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6,7. 또한 급성 피부

장벽 손상 후 피부표면을 밀폐하면 칼슘이온기울기의 회복이 지연됨과 함께 이행세포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최근에는 피부장벽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tight junction의 조절 기전

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tight junction이 각질층의 투과장벽기능과 함께 조절되며 이를 조절하는 인자가 표피 

칼슘이온 임을 증명하였다 9. 

  경피약물전달 연구

또한 이승헌 교수는 피부장벽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경피약물전달 체제에 대한 많은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다. 경피약물전달 체제 중 물리적 방법인 이온영동 (iontophoresis)과 초음파영동 (sonophoresis)이 피부장

벽에 미치는 영향을 각질층에 대한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온영동과 초음파영동을 시행하면 

무모마우스의 각질층에서 각질세포간 지질막의 변형과 lacuna 확장이 유발되며 이를 통하여 경피약물전달이 

촉진되는 기전임을 확인하였다 7,10. 한편 화학적 피부투과 촉진제를 전처리 한 후 초음파영동을 시행한 연구에

서는 한 가지 경피약물전달 방법으로는 각질층과 과립층 경계부 또는 과립층 상부까지만 약물전달이 이루어지

지만 두 가지 방법을 복합하면 표피 전층으로 약물전달이 이루어짐을 증명하였다 10. 또한 이온영동과 초음파영

동을 복합처치 하였을 때 각질세포간 지질막의 변형과 lacunae 확장이 이 심화되어 경피약물전달이 더 증가함

을 증명하여 효율적인 경피약물전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초음파영동을 이용한 임상적 응용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각질세포간 지질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응용연구 

이승헌 교수는 각질세포간 지질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적 응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인체 

피부 유래의 세라마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세라마이드를 이용하여 제조한 피부장벽기능 개선 보습제에 대

한 전자현미경적 구조 분석과 이러한 제제가 피부장벽기능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정상적인 각질세포간 지

질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multi-lamellar emulsion (MLE) 제제가 피부장벽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증명하

여 피부장벽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보습제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고 이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연구도 진행하였다 11-14. 또한 만성판상건선 환자의 피부병변에서 각질세포간 지질구조

와 층판소체 분비 시스템의 이상이 있음을 밝히고 밀폐드레싱 치료가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연구로 표피투과장

벽의 이상 또는 결함이 흔한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에서도 주된 병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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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ase activated receptor-2 (PAR-2)가 피부장벽기능에 미치는 영향

각질층의 pH 증가로 인한 Serine protease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그로 인한 단백질분해효소 활성화 수용체인 

Protease activated receptor-2 (PAR-2)의 활성화가 피부장벽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PAR-2

가 피부장벽기능의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증명하고, 아토피피부염 유발과 악화인자인 집먼지 진드

기나 바퀴벌레 유래 물질 등이 각질형성세포의 PAR-2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피부장벽기능의 회복을 지연시

킴을 증명하여 PAR-2 가 아토피피부염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16. 

이를 바탕으로 PAR-2가 기미와 같은 색소성 피부질환에서도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색소성 질환에서 증가

된 혈관과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가 PAR-2와 관련됨을 실험적으로 확인 함으로서 색소성 질환의 발생과 혈관 

증식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17. 

  피지선과 여드름에 관한 연구 

피지 (Sebaceous lipids)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지세포와 여드름에 관한 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모낭 누두부 (follicular infundibulum)에도 피부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과다한 피지 분비로 인한 linoleic acid 

의 감소가 모낭 누두부의 피부장벽 손상을 유발하여 면모를 생성하는 기전을 제시하였고, linoleic acid 를 함유

한 MLE의 국소도포가 실험적으로 유도된 면포를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18. 또한 피지분비를 증가시킨다

고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인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가 immortalized human 

sebocyte cell line인 SZ95 피지세포에서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며 α-MSH가 피지세포에서 피지분

비를 포함한 여러 세포신호전달경로를 조절함을 증명하였다 19. 또한 세포 내에서 코티솔을 활성화시키는 효소인 

11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11beta-HSD1)이 피지세포에서 발현됨을 증명하고 이의 조절이 

과다한 glucocorticoid 에 노출된 피지세포에서의 피지분비 및 toll-like receptor2 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여드름 악화의 기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11beta-HSD1 억제제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

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 2015년에는 PAR-2가 각질형성세포뿐 아니라 피지세포에도 발현되어 있으

며, 피지분비, 항균펩타이드의 발현,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증명하여 PAR-2 가 피지세포의 생

리 및 여드름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료적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에 발표하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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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부장벽학회 창립의 주역 

이승헌 교수는 활발한 연구 활동 및 많은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기초의학의 중요성과 함께 피부각질층과 장벽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학문분야를 피부장벽이라 명명하고 1995년에 한국피부장

벽학회를 창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이승헌 교수는 우리나라 피부장벽 연구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2005년 9월에 세브란스병원에서 국제피부장벽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유수한 연자를 초빙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초의 국제적인 피부장벽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 이승헌 교수는 이후 한국피부장벽학회의 회장, 명예회장을 역임하며 2016년 제22차 학술대회까지 성공적

으로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한국피부장벽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Pan Asian Pacific Skin Barrier Research 학회 창립 

한국피부장벽학회의 임원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피부장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 및 피부장벽의 대가들과 뜻을 모아 Pan Asian Pacific Skin Barrier Research Society (PAPSBRS)를 조직

하여 초대회장으로 이승헌 교수가 선출되었다. 2010년 첫 PAPSBRS 심포지엄을 중국 대련 (Dalian)에서 개최한 

이래 이후 충실한 회장직을 수행하며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

였다. 2017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미국피부연구학회 학술대회와 함께 제8차 PAPSBRS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

이다.

  국제학회 초청강연 

이승헌 교수의 우수한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2000년 제99차 일본피부과학회, 제25차 필리핀 피부

과학회, 2007년 제33차 대만피부과학회 등에 초청 강연을 하였으며,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피부

과학회의 기조강연 (plenary lecture)을 함으로써 우리교실의 위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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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보호막연구소 개설

교내에서는 2008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피부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인체의 보호막을 연구

하는 교수들과 함께 인체보호막연구소를 개설하고, 소장으로써 2008년 제1차 연구소 심포지엄 이후 2010년까

지 총 5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승헌 교수의 지나온 길은 ‘피부장벽’을 국내에 소개하여 발전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며 학회를 조

직하여 발전시킨 ‘피부장벽’와 함께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소중한 과정과 훌륭한 결과를 통하여 국내외

에 연세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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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각 학년마다 3학기제가 실시되었으며, 피부과학 및 

비뇨기과학 강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1주일에 1시간씩 실시되었다.

1932년 가을학기의 학생 시간표에는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피부과학 강의가 일주일에 2시간

씩 진행되었으며, 4학년을 대상으로 피부과학 실습강의는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아래는 1917년 학생 교육과정과 1932년 가을학기 시간표이다. 

CURRICULUM-1917
Number of hours per week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TERM 1     2     3 1     2     3 1     2     3 1     2     3 

Ethics 1     1     1 1     1     1 1     1     1 1     1     1

Japanese 5     5     5 2     2     2 2     2     2

English 4     4     4 2     2     2 2     2     2

Mathematics 2     2

Physics 4     4     4

Chemistry 6     6     6

Biology 2     2     2

Anatomy - Lecture 4     4     4

Anatomy - Practice 2     2     2 3

Histology 4     4     4

Biochemistry 6     6

Hygiene 2     2     2 1     1     1

Bacteriology 6     6     3 1     1     1

Physiology                2 6     6     6

Clinical Pathology               3 2     2     2

Material Medica 2     2     2

Pharmacy 2     2

Therapeutics               5

Diagnosis               3 2     2     2

Medicine 3     3     3 2     2     2

   - Clinical Lecture (1)  (1)  (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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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Surgery 3     3     3

        - Operations (3)  (3)  (3) (6)  (6)  (6)

Pediatrics 2     2     2 1     1     1

Skin and Genito-
Urinary

1     1     1 1     1     1

Ear, Nose and 
Throat

1     1     1 2     2     2

Ophthalmology 2     2     2 2     2     2

Obstetrics 1     1     1 1     1     1

Gynecology 1     1     1

         -Operation (2)  (2)  (2) (4)  (4)  (4)

Neurology 2     2     2

Dentistry 1     1     1

Out-patient Dept. 
Work

(9)  (9)  (9) (9)  (9)  (9)

Medical 
Jurisprudence

3     3     3 2     2     2 2     2     2

Drill 1     1     1 1     1     1

24      24      24 18      18      18

Total 39   39    39 38   38   38 (15)   (15)   (15) (21)   (21)   (21)

39      39      39 39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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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SCHEDULE-1932
S.U.M.C.

Yr Mon Tuese. Wed. Thurs. Fri. Sat.

1 Anat. Anat. Histo. Ethics Eng. Eng.

2 Surg. Eng. Phys. Ethics Neur. Anat. Int. Med.

3 Med. Surg. Obs. Ethics Obs. Med. S.

4 Surg. Op Gun. Op Surg. Op Gyn. Op Surg. Op Gyn. Op

1 Bio. Chem. Chem. Chem. Chem. Hist.

2 Path. Bioch. Path. Jap. Bioch. Mat. Med.

3 Med. O Path. Paras. Paras. Med. O G. U.

4 Surg. Op Gyn. Op Surg. Gyn. Op Surg. Op Gyn. Op

1 Phys. Lab Hist. Lab Hist. Lab Jap. Bio. Lab Phys.

2 Path Mat. Med Path. Surg Path. Lab Bioch.

3 Eng. Path. Eng. Neur. G. U. Therapy O

4 Dent. Skin Cl. G. U. Surg. Anat.

1 Phys. Lab Hist. Lab Hist. Lab Emb. Bio. Lab

2 Phys Mat. Med Eng Jap. Path. Lab

3 Eye Paras. Skin Surg. Surg. Anat.

4 Skin Cl. Eye Eye Med. M.

1 Eng. Cham.Lab Chem. Lab Anat. Anat.

2 Bact. Phys. Lab Surg. Bioch. Path. Lab

3 Skin Med(T) W Surg. Path. D Eye. Cl

4 O.P.D. Gun. Ped. Cl Gyn. O.P.D

1 Anat Chem. Lab Chem. Lab Anat. Anat.

2 Bact. Phys. Lab Diag. O Bioch. Lab Path. Lab

3 Surg. Med(T) W Dent. Path. D Paras. Lab

4 O.P.D. Surg Op Ped Cln. Surg Op O.P.D.

1 Anat. Chem. Lab Chem. Lab Anat. Anat.

2 Bact. Jap. Diag. O Bioch. Lab Path. Lab

3 Ped. Surg. Hyg. Med Cl. O Paras. Cl.

4 E.N.T. Neur S Med. Cl S Med. Juris Neur. S.

1 Jap. Jap. Drill Anat. Drill

2 Bact. Bact. Drill Bioch. Lab Drill

3 E.N.T. Ped. Hyg. Med. Cl. O

4 Med. S Med. Cl S Med. Juris Me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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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학생교육은 주로 본과 3학년과 4학년 실습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며 임상실습에 더 중점을 두었다. 피부과학 강좌는 3학년 2학기 총 38시간 강의와 4학

년 과정 중 2주간의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었다. 3학년 2학기에 시행된 강의 시간은 월

요일 5교시와 목요일 3교시에 배당되었고 학점은 1학점이었다. 4학년 임상실습은 8명

이 한 조로 구성되어 2주간 교육을 받았고 학점은 2.5학점이 배정되었다. 4년동안 피부

과학은 총 3.5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 오긍선 교수의 의과대학 학생 피부과 강의 (1929년)

 ■ 이영준 교수(서 있는 사람들 중 좌측에서 5번째)의 의과대학 학생 피부과 강의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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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까지는 임상실습강의에 중

점을 둔 교육전통이 이어져 왔고 1977년에는 3학년 1학기에 

57시간의 강의시간과 2학점, 그리고 4학년 1학기의 47시간의 

강의시간과 1.5학점으로 시간과 학점에 작은 변동이 있었다. 

그 후 1978년부터는 이전까지 3학년때 있었던 강의시간이 2

학년 2학기 과정으로 32시간이 배정되었고 4학년에 시행되었

던 실습이 3학년으로 92시간의 실습강의로 옮겨감과 동시에 

학점도 4학점으로 늘어 3학년때부터 임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80년대에도 임상 실습을 중시하는 풍토는 계속되었다. 

1986년 2학년 2학기 강의시간을 살펴보면 각 단원별로 권위

자를 초청하여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3학년 실습강의 과

정 중에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두시간 씩 각 질환별로 임

상 실습강의를 듣고 이후에는 피부과 외래 참관과 치료실 참

관을 통해 기본적인 피부과적 검사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

간이 주어졌으며 폭넓은 경험을 위해 외부 피부과병원으로의 

파견 실습도 실시되었다.

 ■ 1979년 피부과 매뉴얼    
    (자료출처: 연세원주의대 피부과 안성구 교수)

 ■ 1996년 박윤기 교수의 의과대학 학생 피부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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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2학년 2학기 강의

날짜 제목 강사

09. 01 Introduction 이정복

Syphilis 이정복

09. 08 Disorders affecting the skin appendage 명기범

Type Ⅰ-Ⅱ hypersensitivity 김수찬

09. 15 Type Ⅲ-Ⅳ hypersensitivity 김수찬

Diagnosis and histopathology of the skin 이승헌

09. 22 Biochemistry and physiology of the skin 이승헌

09. 29 Papulosquamous disorders 박윤기

Genodermatoses 김영근

10. 06 Eczematous dermatosis 국홍일

Vesicobullous diseases 김덕현

10. 13 Mucocutaneous diseases 이성낙

Leprosy 이광훈

10. 20 Disorders due to physical agents 박윤기

10. 27 Endocrine and metabolic disorders 강원형

Erythema, urticaria, and drug eruption 강원형

11. 03 Abnormalities of melanin pigmentary system and neoplasm  

of melanocyte

이성낙

Viral dermatoses 이성낙

11. 10 Bacterial disorders 김홍직

Skin TB and sarcoidosis 고창조

11. 17 Connective tissue diseases 방동식

Pruritus and neurocutaneous diseases 이민걸

11. 26 Superficial mycosis 진홍상

Deep mycosis 이광훈

12. 01 Disorders of animal parasites 방동식

Epidermal and dermal tumor 김수찬

12. 08 Gonorrhea and NGU 이정복

Treatment of skin disorders 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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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3학년 실습

월 화 수

1주

07 : 30 ~ 08 : 10

08 : 20 ~ 09 : 00

10 : 00 ~ 12 : 30

14 : 00 ~ 16 : 30

Quiz Ⅰ

Orientation

Acne

Photobiology

Viral diseases

Pigmentary 

disorders

실 습 (외래, 외부실습병원*)

2주

07 : 30 ~ 08 : 10

08 : 20 ~ 09 : 00

10 : 00 ~ 12 : 30

14 : 00 ~ 16 : 30

Papulosquamous

Disease

Connective tissue 

disease

Genodermatosis

Mycology

Bullous disease

Skin tuberculosis

실 습 (외래, 외부병원)

3주

07 : 30 ~ 08 : 10

08 : 20 ~ 09 : 00

10 : 00 ~ 12 : 30

14 : 00 ~ 16 : 30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Eczema

Photomeeting

Bacterial disease

Nevus & Tumor

Urticaria

실 습 (외래, 외부병원)

Quiz Ⅱ

*외부실습병원      1. 경찰병원 피부과   2. 김두한 피부과   3. 박한성 피부과   4. 우태하 피부과

1990년부터는 의과대학교육에 큰 변화가 생겼다. 분기제 시스템 도입으로 피부과는 3학년 1학기에 28시간의 강

의와 3학년 2학기에 2주간 72시간의 실습강의로 바뀌게 되었다. 1996년 피부과학 학습 목표와 시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간 날짜 강의내용 및 요약 주 교재 및 참고문헌 수업방식 강의교수

1월 31일 피부의 구조, 기능 및 

피부 조직병리학의 

일반적 개념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 2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방동식

1주 피부의 증상, 징후 및 

진단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3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민걸

2월 1일 소양증 및 피부신경증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5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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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날짜 강의내용 및 요약 주 교재 및 참고문헌 수업방식 강의교수

1주

2월 1일 유전성 피부질환 및 

신생아 피부질환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6, 32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김동건

2월 14일 광의학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7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박윤기

2주

물리적 인자에 의한 

피부질환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8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박윤기

2월 15일 습진 및 직업성 

피부질환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9, 10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민걸

미코박테리움 질환 피부과학(개정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5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고창조

3주

2월 17일 구진인설성 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2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한승경

색소이상증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0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한승경

2월 21일 진피종양, 

피부지방종양,

림프망상계종양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9, 30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전수일

결합조직병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2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방동식

2월 22일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7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성낙

점막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34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은소

4주

2월 28일 수포성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3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김수찬

피부혈관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1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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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날짜 강의내용 및 요약 주 교재 및 참고문헌 수업방식 강의교수

5주

3월 3일 홍반, 두드러기 및 

약진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1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유   욱

내분비질환 및 

수장족저각화증, 

진피탄력 섬유증,

피부위축증, 

점액증 및 섬유증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34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유   욱

3월 7일 피부면역학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4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광훈

피부진균증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6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광훈

3월 8일 성인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8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정복

동물기생충성 

피부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9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정복

6주

3월 10일 표피 및 부속기의 

모반과 종양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7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정기양

피부질환의 치료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35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정기양

3월 14일 피부부속기 질환 및 

피하지방의 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3, 24, 25, 26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승헌

결핍성 질환 및 

대사이상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33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이승헌

3월 14일 세균감영성 및 

리켓치아성 질환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14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명기범

모반세포성 및 

멜라닌세포성 모반과 

신생물

피부과학 3판

Andrews’ Diseases of the Skin 

28장

강의, 

시청각교재  

활용

안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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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주제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실습이 끝날 때 퀴즈 시간을 통해 학생이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교수와 전공의, 학생이 모여 실습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습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의과대학교육에 강의 시간 조절에 대한 변화가 거듭되어 2016년 교육 과정에는 2학년 2학기에 16시간

의 강의와 4학년 1학기에 선택하는 학생에 한 해 2주간의 실습강의가 할당되어 있다. 강의는 피부과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지식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증례중심의 종합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는 

2016년 2학년 피부학 강의시간표이다.

2016년 2학년 <피부학> 강의시간표

날짜 요일 교시 시간 강의주제 강의교수

12월 5일 월 1 08:30~09:20 피부의 기능, 피부의 증상, 징후 및 진단 정기양

2 09:30~10:20 피부종양 정기양

3 10:40~11:30 피부소양증, 습진성 피부질환-I 박창욱

4 11:40~12:30 습진성 피부질환-II(아토피피부염) 이광훈

12월 6일 화 1 08:30~09:20 홍반, 두드러기, 약진 이주희

2 09:30~10:20 수포성질환, 유전성 피부질환 김수찬

3 10:40~11:30 구진인설성 질환, 대사성 및 결핍성 이상 질환 이민걸

4 11:40~12:30 광의학 및 색소 이상증 오상호

12월 7일 수 1 08:30~09:20 피부부속기질환 및 피부질환의 치료 이승헌

2 09:30~10:20 피부창상의 치료 김영석

3 10:40~11:30 세균감염성, 마이코박테리움, 리켓치아성 질환 및 

성인질환

김도영

4 11:40~12:30 전신 질환의 피부양상(결합조직 질환, 점막질환 

피부혈관 질환)

김도영

12월 8일 목 1 08:30~09:20 열손상과 피부이식 노태석

2 09:30~10:20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피부진균증, 동물기생충성 

피부질환

박창욱

3 10:40~11:30 종합강의 – 증례중심의 흔한 피부질환 이해-I 노미령

4 11:40~12:30 종합강의 – 증례중심의 흔한 피부질환 이해-II 노미령



166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4학년 실습 강의는 피부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에 한하여 선택으로 진행되었는데 증례 중심의 흔한 피부질

환에 대한 강의가 추가되었다. 외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피부 질환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마

련하고 외래뿐 만 아니라 검사실 및 처치실 참관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여 피부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술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아래는 2016년 4학년 피부학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이다.

4학년 실습교육내용

1

실습항목 외래참관

교육내용

피부과 외래를 참관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운 피부 질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또한 임상의로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피부질환 

및 병적인 피부 소견을 직접 경험하여 체득할 수 있게 한다.

2
실습항목 소그룹강의

교육내용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접근법과 진단, 치료법을 배운다.

3

실습항목 Topic Review

교육내용
흔히 보는 피부질환에 대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함으로써 질환의 대한 깊은 이해와　

발표 능력을 기른다．

4
실습항목 저널 발표 

교육내용 피부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알고 익힌다.

5

실습항목 외래수술실 실습

교육내용
피부과 질병의 수술적 적응증을 안다. 수술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참관하여 

피부과 영역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6

실습항목 치료실 실습 

교육내용

피부과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익힌다. 아래의 기본적인 처치는 필수적으로 참관하고　

술기의 적응증을 이해한다. 

① Skin biopsy

② Cryotherapy

③ Intralesional injection 

④ Dressing (wound, burn, etc.) 

⑤ Incision and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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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습항목 검사실 실습

교육내용

초진 환자의 예진에 참여하여 환자의 병력 및 신체검사를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다. 

진균도말검사 및 진균배양검사, 옴검사, Tzank 검사 등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익히고 

결과를 판독하는 능력을 익힌다．

8

실습항목 Skill Lab

교육내용

피부과 수술실과 치료실, 검사실에서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Skill lab에서 익힌다.

① 피부 봉합 실습

② KOH 진균도말검사와 진균배양 실습

③ Dressing 실습

9

실습항목 회진

교육내용
피부과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숙지하고, 병동 회진을 돌며 환자의 진단, 

경과, 치료과정 등에 대해 학습한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변화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국제적 의학교육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CDP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를 통한 새로운 광혜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CDP2013 사업단에서는 학생중심, 성과중

심, 연구중심 및 통합교육의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성과중심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CDP2013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A, B, C, D, F의 상대평가가 아닌 Honor, Pass, Non-pass의 준거참

조평가로 학생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피부과학교실에서도 이러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에 발맞

추어 2학년 피부학 및 4학년 피부과 실습의 새로운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4가지 주요 졸업성과인 훌륭한 의사, 탁월한 의학자, 효과적인 의

사소통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에서 전년도 피부과학 최고 득점자에게 오긍선 기념 메달을 수

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앞서간 선각자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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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생메달 수상자

회 년도 성명  현소속 및 직책

1  1979 정 우 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2 1980 장     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3  1981 최 동 희 차의대 산부인과 학교실 교수

4  1982 정 현 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5 1983 박 해 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6  1984 이 은 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7  1985 남 동 기 도  미

8  1986 김 찬 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9 1987 조 희 경 삼성여성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10 1988 최 진 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11 1989 유 효 민 연세유효민내과의원 원장 

12 1990 이 승 태 Mount Vernon hospital, New York, USA

13 1991 정 소 영 차의과학대학교 내과학교실 교수

14 1992 김 도 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 USA

송 건 훈 연세제일내과의원 원장

15 1993 김 성 철 부평연세내과의원 원장

정 희 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16 1993 이 루 다 도  미

17 1994 심 대 근 굿모닝병원내과 과장  

18 1995 장 윤 희 도  미

19  1996 최 유 진 차움세포성형센터 교수

20 1997 맹 호 영 도  미

21  1998 이 혜 정 우태하피부과 원장

22  1999 양 재 훈 도  미 

23   2000 최 우 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부교수 

24 2001  오 형 중 도  미

25 2002 김 도 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조교수

26  2003 이 규 엽 후즈후피부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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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년도 성명  현소속 및 직책

27 2004 민 현 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임상조교수

28 2005 김 미 리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조교수

29 2006 김 다 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교실 조교

30 2007 이 승 준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전문연구요원

31 2008 박 예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상연구조교수

32 2009 권 민 경 도  미

33 2010 한 정 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전공의

34 2011 서 지 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교실 전공의

김 용 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교실 전공의

35 2012 이 현 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교실 전공의

36 2013 원 소 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교실 전공의

37 2014 이 서 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공의

38 2015 고 수 령 국군수도병원 인턴

39 2016 김 형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  해관 오긍선 선생님 기념학술강연회 매달증정식    
(정기양 주임교수-김형후 학생,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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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육

대학원교육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탐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 문화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학원 교육 목표 아래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 교육 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본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탐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

여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 목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본 대학원 의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력 및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의과학 발전에 기여할 세계

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자 및 유능한 교수요원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석·박사 배출 현황

피부과학교실에서는 1969년 박욱화 석사를 처음 배출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178명의 석사가 배출됐고 1963

년 처음으로 우태하 선생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2016년 현재까지 86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석   사

1969 박욱화 Dimethyl Sulfoxide (DMSO)가 개구리 피부에서 능동적 Sodium이동에 미치는 영향

1970 국홍일 칠과식물 (옻나무)에 의한 과민성 실험

손우종 Burn Toxin에 관한 실험적 연구

조정구 교감신경계약물의 개구리 피부 Melanophore 농축기전에 관한 연구

1971 이정복 동상의 예방 및 치료대책에 관한 실험적 연구

조계은 Ascorbic acid가 한진과 발한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1972 박윤기 한국인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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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최동섭 수종약물이 개구리 피부 투과성에 미치는 영향

1973 김종기 매독의 혈청학적 검사에 대한 연구

1974 김덕현 Dexamethasone 및 수종 약물이 Shope rabbit papilloma에 미치는 영향

진홍상 부신피질 홀몬성 좌창에 관한 연구

1975 오석준 구순열과 구계열 환자의 임상통계학적 고찰

박한성 담마진의 임상적 고찰

1976 김성운 Vitamin A Acid 국소 도포에 의한 좌창치료의 임상적 고찰

전태준 한국인 구순열의 수술교정후 상순발육의 계측적 관찰

1977 김두한 진염성농가진의 세균학적 고찰

김중기 Vitamin A Acid 유도체 국소도포에 의한 파창치료의 임상적 고찰

박병윤 한국인의 안면부위별 발육에 관한 계측학적 연구

1978 명기범 Propantheline Bromide와 Aluminum Hydroxycholride 복합제제의 국소도포에 

의한 땀분비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1979 김지호 Vitamin A Acid와 그 유도체의 국소교차도포에 의한 좌창치료의 임상적 고찰

1980 김영근 피부자극이 각질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철 토끼 이개연골의 창상치유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승헌 건선에 관한 경구용 Vitamin A Acid 유도체의 치료 효과

전수일 Dinitrochlorobenzene에 의한 우췌의 치료 효과

전혜원 아토피성 피부염에서의 IgE에 관한 연구

1981 권경숙 가토의 연골피막 이식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수찬 매독환자의 뇌척수액 검사소견

한병기 Epinephrine이 백서 피부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강진수 지속적인 자극이 각질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인창 Prostaglandin inhibitor가 Burn toxi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방유현 백서피부판 형성후 기저부의 분리시기에 관한 연구

서석환 Isoxuprine이 백서 피부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조인창 한국 성인의 비골 및 비연골의 해부학적 고찰

진한식 가토의 연골피막 이식시 접촉 억제가 연골신생에 미치는 영향

최   준 Guanethidine이 백서 피부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1982 고병천 한국인 서혜부피판 작성시 필요한 혈관의해부학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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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1982 김동철 신경조절이 백서피부판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실험적 연구

방동식 피부질환의 통계학적 고찰

정   현 최근 6년간 소아피부질환의 통계적 관찰

한충섭 Fabry씨 용액과 항생제를 함유한 Fabry씨 용액의 국소도프에 의한 좌창치료에 

대한 임상 비교연구

나동균 정맥혈 유출이 백서의 주행형 피부판 생존에 미치는 영향

심영기 Sleeve 혈관문 합술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

최병문 실험적으로 유발시킨 면포에 대한 13-Cis-Retinoid acid의 효과

최종수 전신성 홍반성 낭창의 임상및 검사소견

한예식 Neparin이 백서 피부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1983 강원형 장시간 고온노출이 땀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봉겸 국소침윤 마취시 Epinephrine 효과에 대한 관찰

김정헌 구개열 및 구순열 수술이 상악골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민걸 부신피질 도포제의 밀봉요법이 정상피부 각질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해을 한국남자 대학생들의 여름철 피부색 변화에 관한 연구

고양실 Etofylline Nicotinate (hesotanol)이 백서의 피부판 생존에 미치는 영향

김용배 가돈피부의 표재성 창상 치유에 관한 연구

장경훈 한국인의 기저세포상피종에 관한고찰

황경희 13-Cis-Retinoic acid와 Tetracycline 경구 투여에 의한 좌창치료에 대한 

임상비교연구

1984 김동건 선천성 매독 : 매독에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태아의 운명과 선천성 매독의 임상 

증세

이광훈 Imidazole 유도체의 항진균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기왕 중복 감염된 표재성 피부 진균증의 균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

한신원 매독의 혈청학적 검사 : VDRL,FTA-ABS 및 TPHA 검사결과의 비교

정원진 Prostaglandin이 백서의 임의형 피부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1985 김형일 한국에서의 매독의 혈청학적 진단방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남인환 Behçet 증후군의 분류 아형에 따른 면역학적 고찰

백승언 부신피질 홀몬제 및 소염제의 국소도포가 UVB 조사에 의한 홍반발생 및 

색소침착에 미치는 영향

박명철 한국인 심상완동맥 요골 측부지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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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김종환 백서의 임의형 피부판에 Prostaglandin이 작용하는 시간에 관한 연구

황규광 베체트 증후군의 분류 아형에 따른 체액면액에 관한 고찰

김형주 국내 정상 웅성가토의 매독혈청검사 양성율

황규천 광화학 국소요법에 있어서 Trimethylpsoralen의 농도가 색소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87 이은소 베체트 증후군의 혈액내 임파구와 면역글로부린에 관한 연구

정기양 항보체 간접면역형 광법을 이용한 조직내의 Treponema pallidum 검출에 관한 

연구

한승경 백반증 환자에서 표피 Langerhans세포수의 변화에 관한 연구

송동훈 최근 5년간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원주지역)

1988 윤문수 광화학 전신요법에서 Khellin의 투여 용량에 따른 표피내 색소세포의 변화 및 

Trimethylpsoralen과의 비교 연구

조무연 베체트 증후군의 역학적 고찰

이원수 매독 환자의 병변에서 면역과산화 효소방법을 이용한 Treponema pallidum 검출에 

관한 연구

1989 장진곤 선상태선의 임상및 병리조직학적 고찰

1990 김수민 C3H 생쥐에서 자외선 A 조사후 표피내 Langerhans 세포의 회복에 관한 연구

임성빈 표피에 도포한 멜라닌소체의 자외선B 차단효과

김유찬 수종의 광독성 약물도포후 자외선 근사가 멜라닌 색소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1 곽    호 매독환자의 혈청내 면역복합체에 관한 연구

구상완 C3H 생쥐에서 자외선 B의 집중조사와 분할조사가 표피내 랑게르한스 세포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지혜구 Behçet 증후군 환자에서 항 인지질 항체인항Cardiolipin 항체 및 루푸스성 

항응고인자 측정에 관한 연구

최은선 경결홍반과 결절홍반의 임상및 병리학적 비교연구

최응호 베체트 증후군의 역학적 고찰

1992 변선원 최근 일반 건강인에 대한 매독 혈청검사 성적-1990년

최용섭 베체트병에서 빈혈에 관한 연구

송민석 백반증의 임상적고찰 및 병원론적 분류에 따른 비교연구

조남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원발성 접촉피부염에서 랑게르한스세포, 

 IA 양성 각질세포와 THY-1 양성 수지상 표피세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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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이승민 C57 BL Mice에서의 Psoralen유도체를 이용한 국소광화학유법 후 표지내 

멜라닌세포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융재 부부간의 매독 감염에 관한 연구

이인준 한국인 유천포창환자의 혈청자가항체

이형순 건피증을 동반한 당뇨병환자의 표피내에서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변화

허   원 AMEX (Acetone, Methylbenzoate And Xylene)방법을 이용한 피부 기저막대 

항원의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

1994 장성남 최근 10년간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 (1983-1992)

최현주 각종 자외선 차단제품의 자외선 B에 의한 피부손상의 예방효과

1996 전우형 백반증의 진행양상 및 진행에 관계되는 인자들에 관한 연구

이종서 매독균이 HaCaT세포의 세포표면 항원 발현에 미치는 영향

1997 김이선 삼색성 백반증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특성

김희성 베체트병에서 T림프구의 아형과 T림프구의 혈관내피 세포에 대한 유착

황상민 인체태아피부에서 모발의 발생 시기별 세포각질 19와 종양단백 Bcl-2 표현향상의 

변화 : 모발 간세포와 아포프토시스의 관련성

문태기 백반증의 아형에 따른 인체 백혈구 항원의 발현차이

이일주 모발 구조로 분화하는 종양에서의 Bcl-2 발현과 아포프토시스

이한승 탈색모반의 임상양상과 병리조직학적 특성

조흔정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자가항체의 IgG 아형과 보체결합능력

차명수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특이항체 검출에 관한 연구

1998 이호정 가토 1기 매독병변의 조직소견과 세포표면분자의 변화

유정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한 랑케르한스 세포의 

항원전달능력

이상주 피부사상균에서 각질분해효소의 분리정제 및 특성비교

정혜신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인자가 혈관 내피세포 유착분자의 발현과 T 림프구의 혈관 

내피세포 유착에 미치는 영향

1999 박상훈 Glycerin과 Propylence Glycol 도포에 의한 함습작용의 기전에 관한 연구:

각절세포간지질과 교소체에 미치는 영향

강동승 Colchicine 및 D-penicillamine에 의한 섬유아세포의 제I형 교원질 및 Collagenase

의 mRNA 발현 조절

정태석 조직과 배양 세포에서 Envoplakin 발현

정한길 빈혈모반의 임상적 연구

2000 강진문 백반증 환자의 병변에서 PGP 9.5 양성 신경섬유의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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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high-affinity IgE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의 의의

2001 김홍석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프로티옴 지도 비교

정예리 Minocycline이 각질형성세포의 desmoglein 발현에 미치는 영향

조한경(위) α-MSH와 α-MSH 효현제가 사람 말초혈액 단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 

표면항원 표현에 미치는 영향

최유진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서 혈관 내피세포 유착분자 발현 변화에 미치는 

활성산소종의 역할

2002 이주희 정상인과 아토피피부염 환자 혈청의 프로티옴 지도 비교

장진호 영아혈관종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한 예후 평가

김형섭 베체트병 환자에서 말초혈액 단핵세포의 Streptococcus sanguis 항원에 대한 

사이토카인 생성

이동훈 건선 환자에서 이차원 전기영동을 이용한 표피단백의 분석

임하성 천포장 환자에서 Desmoglein ELISA를 이용한 Desmoglein 1,3에 대한 특이 항체의 

측정

2003 오상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혈청 자가항체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발굴

정우길 세포고사된 마우스 악성 흑색종주와 반응시킨 수지상세포의 T 세포 자극 효과

2004 김주영 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구성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종윤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narrow-band UVB의 효과

안봉균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 조사

이미정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피부증상 분석

정지인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Narrow-band Ultraviolet B 치료효과

2005 조성빈 Chemical Reconstruction Of Skin Scars (CROSS) 치료법에서 Trichloroacetic 

Acid의 농도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의 차이 비교

박상건 건선에서 면역화학적 염색을 통한 수지상 세포의 아형 규명

정혜진 Q-switched와 Quasi Long-Pulsed 1064 nm Nd: YAG laser를 이용한 확장된 

모공의 치료

2006 김현정 저주파 초음파 영동법과 고주파 초음파 영동법이 표피 투과 장벽에 미치는 영향 

비교

노미령 피지 분비가 안면 모공 크기에 미치는 영향

박창욱 내인성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CC Chemokine Ligand 18 (CCL18)의 발현

이정은 레티노이드와 Benzalkonium Chloride에 의한 접촉피부염의 비교

장재용 베체트병의 병인에 있어서 IL-23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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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오세웅 한국인 이영양형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에서의 제VII형 콜라겐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황성원 α-MSH 투여 시 immortalized sebocyte의 intracellular calcium 농도의 변화

김도영 308 nm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백반증 치료에서 나타나는 색소 재침착 양상

이희정 수지상세포에서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의 작용 

2008 김대석 싸이토카인에 의한 성숙 기간 차이에 따른 인간 단핵구 유래 수지상세포에서의 

인터루킨-12의 표현 및 분비량 비교

이규엽 베체트병의 피부 병변에서 Th17과 연관된 싸이토카인의 발현

이상은 초음파 영동법이 표피 히알루론산 합성 및 CD44 발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영 눈가 주름에 대한 1,550 nm 및 1,565 nm Er: Glass 레이저의 치료 효과 비교 연구

2009 강태원 한국인 단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에서의 케라틴 5 및 케라틴 14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권연숙 아토피피부염에서 집먼지진드기 항원을 이용한 탈감작요법의 면역반응 지표로서 

CC chemokine ligand 18 (CCL18)의 효용성

김동현 HaCaT 세포에서 화학물질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의 역할

한은천 베체트병의 병인에서 S100A12의 의의와 질병 활성도 지표로서의 효용성

2010 류동진 눈가 주름에 대한 숙신화 아텔로콜라겐과 아데노신의 효과

김미리 한국인 천포창: 16년 동안 1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

2011 김태균 CCL20과 CCR6의 상호작용에서 스타틴의 억제 효과에 대한연구

배병기 아토피피부염에서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효과에 대한 객관적 접근

이의형 표피 혈관내피 성장인자의 protease- activated receptor-2의 발현 증가를 통한 

멜라노좀 전달에 미치는 영향

GANTSETSEG  

DORJSUREN

수술 후 흉터에서 비박피성 및 박피성 fractional laser 치료효과의 비교

김산(외) IL-17과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의해 활성화 된 S100A8/A9 단백의 

아토피피부염에서의 발현

김지현 베체트병 피부 증상의 임상적 면역학적 양상에 대한 분석

2012 이수현 1,444 nm Nd: YAG 레이저를 이용한 코 옆 주름과 얼굴 피부 탄력의 개선 효과

김종훈 후천성 수포 박리증 환자에서 type VII collagen의 NC1과 NC2 recombinant 

protein을 이용한 ELISA 수치와 임상적 중증도의 비교

노성민 내인성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T 세포의 프로테오믹 프로파일링

최유리 국소 스테로이드제와 calcineurin 억제제의 도포가 표피 tight junction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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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2013 박지훈 켈로이드 발생에서의 Endo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구본철 피부 교원질의 합성과 분비를 조절하는 생체 내 톨-유사 수용체 3 및 프로테아좀 

매개 기전의 탐색

성재용 한국인 천포창 환자에 있어서의 삶의 질

지현중 HaCaT에서 건선관련 chemokine 유전자 발현에 Interleukin-21이 미치는 영향

2014 이지혜 한국인 유천포창 환자에 대한 후향적 임상 연구

장홍선 한국인 악성 흑색종 환자에 대한 임상적, 조직학적 및 유전학적 분석

이상희 천포창 환자에서 혈청 싸이토카인 발현 양상의 분석

전인경 열성 이영양형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

최민주 베체트병 환자의 결절 홍반양 병변에서의 미세절제를 통한 국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정량적 연구

2015 신동윤 건선 환자의 혈액 내 follicular helper T 세포에 대한 분석

김태형 유사천포창 환자의 자가항체가 각질형성세포의 세포고사와 BP180 발현에 미치는 

영향

온혜랑 한국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의 확인

이혜민 안면부 침범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조직학적 특성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관찰 연구

2016 서지명 악성 흑색종의 수술 방법에 따른 예후 분석

신성식 피부 섬유아세포에서의 기계적 장력의 영향

오승준 자외선B가 ORAI1 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자외선 B로 인한 표피증식 및 TSLP, 

COX-2 상향조절에서의 ORAI1 채널의 역할

2017 홍원진 유천포창과 후천성수포성표피박리증의 감별진단을 위한 조직학적 연구

곡원호 임상적, 조직학적, 면역화학적 분석을 통한 결절성 소양진에서의 표지 두께 증가의 

원인에 대한 고찰

이민석 이미퀴모드 유발 건선양 피부염 모델에서의 표피 랑게르한스 세포의 역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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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1984 전수일 자외선 조사에 의한 표피내 색소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1985 이승헌 정상 한국청년의 신체부위와 성별에 따른 각질세포의 차이

전혜원 고온 및 저온 작업환경 근무자의 여름철 땀분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방동식 신체 부위별 각질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1986 김영근 흑색 마우스에서 자외선을 조사한 표피색소 세포에 탈색소제제가 미치는 영향

한충섭 광독성 약물투여후 자외선 조사에 의한 표피내 색소 세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민걸 매독진단에 있어서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cats) 의 검사성적 

최병문 한국 청장년에서의 최소 홍반량과 피부색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1987 김수찬 광화학 요법이 표피 Langerhans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이광훈 Microsporum canis에 감염된 기니픽에서 ELISA법에 의한 혈청내 항 proteinase 

항체 검출에 관한 연구

한신원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이용한 매독균 특이 IGM 항체의 검출 

강원형 인체 한선의 NA-K-ATPASE 활성에 관한 연구

1988 김동건 매독환자의 혈청 면역 글로블린 G와 M항체에 반응하는 매독균 단백항원에 관한 

연구

1989 이해을 자외선 A근사에 의하여 저하된 접촉과민 반응에서 항원전달 세포의 역할

1990 이은소 실험적으로 유발된 백서 피부종양세어 탄수화물대사 관여 효소에 관한 연구

한승경 자외선A의 조사와 indomethacin 투여가 마우스의 접촉과민 반응에 미치는 영향

황규광 매독균에 대한 단세포군항체의 생산 및 특성에 관한연구

1991 조무연 수종의 광독성 약물투여 후 시간에 따른 피부농도 및 최소 광독량에 관한 연구

유    욱 Dapsone 및 thalidomide가 interleukin-1생성에 미치는영향

1992 김형주 활성산소 해독제가 자외선A에 의한 langerhans 세포 및 피부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원수 인체 태아 표피의 부위별 발달과정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1993 김수민 수종의 광독성 약물과 자외선이 멜라닌세포 및 랑게르한스세포 변화와 

일광화상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기양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매독 진단

임성빈 정상인 및 백반증 환자 멜라닌세포의 배양과 생물학적 특성

1994 고영진 E-selectin이 인체 진피 미세혈관 내피세포와 T림프구의 유착에 미치는 영향

김남수 백반증 환자의 혈청내 항멜라닌세포 자가항체 검출과 멜라닌세포 표면의 백반증 

항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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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1995 안성구 Ethyl carbamate와 그 대사산물의 피부종양유발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최은선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순환항체 및 손상에 관한 연구

백승언 자외선 B 조사가 Hairless Mice 표피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1996 송동훈 표피장벽 손상이 Transforming Growth Factor-β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송민석 백반증 환자에서 전신 광화학요법(PUVA)이 멜라닌 세포 성장 및 혈청내  

항색소세포자가항체가에 미치는 영향

윤문수 Candida albicans 표면 iC3b 수용체가 혈행성 칸디다증의 병인에 미치는 영향

1997 구상완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인체 피부의 노화 현상 및 P53 표현성

김유찬 배양한 인체진피 미세혈관 내피세포의 세포유착 분자 발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미치는 영향

변선원 IL-10 생산방지에 의한 Aloe barbadensis의 광면역 억제의 회복 작용

최현주 매독균의 47kDa 항원이 혈관내피세포 표면 유착분자 발현과 T림프구 유착에 

미치는 영향

이인준 종양연관성 천포창 항원의 cDNA 클로닝

1998 최응호 화학적 피부투과 촉진제와 이온영동에 의한 경피약물전달

장성남 Minocycline이 표피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미치는 영향

1999 최광성 사람의 말초혈액 단구를 이용한 수상돌기 세포배양법의 비교 분석

2000 윤경한 살아있는 상피세포 내에서 케라틴 및 비멘틴 중간세사의 운동성 비교

조흔정 베체트병에서 항내피세포 항체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 활성의 신호전달 경로

2002 이승민 인간태아와 신생아의 표피장벽

이융재 TNF-α가 혈장 제거에 의한 수지상세포의 죽음과 활성산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일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자극성 접촉피부염에서 발현되는 표피내 사이토카인

정혜신 베체트병 특이 혈관 내피세포 항원의 유전자 클로닝

2004 정예리 레티노인산에 의한 각질형성세포에서의 IL-8유전자 발현의 기전

김희성 급성 피부장벽 손상 후 회복에 대한 protein kinase C의 영향

이상주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wet-wrap 드레싱이 표피 장벽에 미치는 영향

2005 이주희 항노화제를 이용한 혈관내피세포의 노화 관련 단백의 발굴

조남준 초음파가 표피 투과 장벽과 표피 지질 합성에 미치는 효과

2007 유정환 피부 노화에서 moesin의 기능적 유용성 연구

조한경 마우스 악성흑색종의 효과적인 수지상세포치료를 위한 최적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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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2010 김현정 혈관내피형성성장인자가 인간 멜라닌세포에 미치는 영향

오상호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에 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T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발현의 변화

2011 김주영 보통 천포창과 종양연관성 천포창에서 Dsg (desmoglein)3/Dsg2 영역교환분자를 

이용한 Dsg3의 항원기 분석

노미령 재조합 Interferon-α 및 -β의 병변내 주사가 nude mice 에 이식한 인체 악성 

흑색종에 미치는 항암 및 항전이 효과

박진모 열충격 단백 70이 마우스 모델 접촉성 과민반응증에 미치는 영향

정진영 악석흑색종 세포의 침습에 관여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s와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에 대한 imiquimod의 영향

조성빈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면역글로블린 A와 반응하는 인체 진피 미세혈관 내피세포 

항원의 검출

2012 이상은 인체 불멸화 피지샘세포주인 SZ95 세포에서 protease-activated receptor-2 

(PAR-2)의 발현과 SZ95세포에 존재하는 PAR-2의 지질합성 및 염증반응에서의 

역할

2014 신정우 각질형성세포에서 에스트로겐에 의한 상피세포-중간엽세포 이행과 창상치유에 

관한 연구

장재용 보통 천포창 환자의 면역글로불린 G에 의해 유도된 가시세포분리에 스테로이드가 

미치는 영향

조수현 베체트병에서의 tripartite motif 함유 단백의 발현에 대한 분석

2015 박창욱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TSLP 처리 iNKT 세포에서의 선천성 알레르기 면역 

조절 단백 발굴

오병호 한국인의 피부암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피부노화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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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수여식 (1987년)

 ■ 석사학위취득 기념사진 (1987년) 

 ■ 학위수여식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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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교육

피부과학교실에 정식으로 4년 수련기간의 레지던트로 의과대학 졸업생이 입국하게 된 것은 1967년부터이다. 

1960년대에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아, 한 연차에 한두 명 정도였으며 1968년에는 본교 졸업생 외에 타교 졸업

생들에게도 수련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1983년

에는 3, 4년차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1993년에는 전공의 배출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교실

의 성장과 함께 신촌의 경우 연차 당 3명, 강남의 경우 연차 당 2명의 전공의를 선발하였으나, 전문의 인원수 조

절 정책에 의해 2016년 현재 신촌은 매년 2명, 강남은 매년 한 명에서 두 명의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은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익히고 피부과학과 관련된 기초의학

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능숙한 피부과 의사를 양성함에 목적을 두며 대한

피부과학회의 수련교육에 따라 연차 별로 환자 취급범위를 넓혀가며 정해진 교과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증례발표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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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교육목표: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익히고 피부과학과 관련된 기초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능숙한 피부과 의사의 양성에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피

부과학의 발전과 전공의의 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그 교육 목표를 둔다.

년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참석

1년차 1.   퇴원환자 5명 이상  

(지도 전문의의 지도 

하에 취급한 환자, 

실인원)

2.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1.   피부 조직학, 피부 생리학, 피부 미생물학, 피부 

생화학, 약리학 등 피부과학과 관련된 기초지식 

습득

2. 상급 전공의 지도하에

1) 외래환자의 진단, 검사 및 치료법의 습득

2) 퇴원환자 병록지 기록

3) 외래환자 병록지 기록

   4) 인턴 지도

외부 2회 이상, 

원내 60회 이상

2년차 1.   퇴원환자 5명 이상  

(지도 전문의의 지도 

하에 취급한 환자, 

실인원)

2.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1.   피부면역학, 광생물학, 감염학, 성병학, 유전학 및 

기타 관련 학문에 대한 지식과 수기 습득

1) 첩포검사, 광첩포검사/광과민검사 (36건 이상)

2) 알레르겐검사 (24건 이상)

3) 세균/피부기생충검사 (24건 이상)

4) KOH 검사/배양 판독(60건 이상)

5) 우드등 검사 (12건 이상)

6) 피부생검(100건 이상)

7) 전기소작술/냉동외과술 (60건 이상)

8) 모발검사 (24건 이상)

2. 입원환자 진료 및 병록지 정리(5건 이상)

3. 인턴 및 하급 전공의 지도

외부 2회 이상, 

원내 60회 이상

3년차 1.   퇴원환자 5명 이상  

(지도 전문의의 지도 

하에 취급한 환자, 

실인원)

2.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1.   피부병리조직학, 피부외과학 및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과 수기습득

1) 조직표본판독(100건 이상)

2)   레이저 치료 / Medical Skin Care 실적       

(120건 이상)

3) 자외선광선치료 / 광화학요법(120건 이상)

4) 피부박피술 / 외과수술실적(60건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3. 입원환자 진료

4. 타과 자문(50건 이상)

5. 하급 전공의 지도

외부 2회 이상, 

원내 6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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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참석

4년차 1.   퇴원환자 5명 이상  

(지도 전문의의 지도 

하에 취급한 환자, 

실인원)

2.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1. 피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식 수기 숙달

1) 외래환자 초진진료(500건 이상)

2) 입원환자 진료(5건 이상)

3) 타과 자문(50건 이상)

4) 하급 전공의 지도

5) 피부병리조직 판독(100건 이상)

외부 2회 이상, 

원내 60회 이상

총  계 1. 퇴원환자 20명이상

2.   외래환자 4,000명 이상

(연인원 3,000명, 

실인원 1,000명 이상)

외부 8회 이상, 

원내 240회 

이상

비  고 환자 취급범위 및 교과과정 내용의 취급건수의 년차별 배분은 수련병원 사정에 따라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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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교실에서는 대한피부과학회의 수련교육목표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정기학술활동 시간을 마련하여 

전공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래는 1986년과 1997년 교실 내 정기학술활동 시간표이다.

■ 정기학술활동(1986년)

제목 요일 시간 주기

공동진료 매일 11:30

Histopathology 수요일 07:30 매주

Review of literature 목요일 07:30 격주

Photomeeting 목요일 07:30 격주

C.P.C. 토요일 07:30 매월

■ 세브란스병원(1997년)

제목 요일 시간 주기

Review of literature 화요일 07:30 격주

Histopathology 수요일 07:30 매주

D.P.C. 월요일 17:45 격주

D.G.R. 목요일 07:30 매월

Photomeeting 토요일 07:30 매월

C.P.C. 토요일 07:30 매월

Topic review 화요일 07:30 매월

■ 영동세브란스병원(1997년)

제목 요일 시간 주기

Historeading 목요일 16:30 매주

Journal club 월요일 07:30 격주

Photomeeting 목요일 17:45 매월

Topic review 목요일 07:30 매월

Staff lecture 목요일 07:30 매월

C.P.C. 목요일 07:30 매월

영동피부과집담회 월요일 19:30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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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GR 시간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장면

2  환자 진찰 후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측면에서의 토의 장면

3  DGR 시간에 토의하는 장면 (2007년)

4  Histopathology 장면 (2001년)

5  Histopathology 장면 (2005년)

  6  Review of literature 장면 (2009년)

1

3

5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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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의 피부과학교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정기학술활동

들이 진행되고 있다. Textbook reading은 최근 전문의 시험을 치

른 강사들의 지도 하에 전공의들이 모여 피부과학 교과서를 정독

하며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Histopathology는 1년차 전공의들이 매주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질환들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대해 발표

한다. 피부과의 흔한 질환 및 조직학적으로 특징적인 소견을 가지

는 질환들을 공부함으로써 1년차 전공의들에게는 피부병리의 기

초를 다지는 시간이, 상급 전공의 및 강사들에게는 피부병리에 대

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Photohisto review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병리조직을 격

주로 검토하는 시간이다.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조직에 대해서

는 복습을 하며, 감별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교실원들의 피부병리에 대한 이해를 넓

히는 시간이다. 

C.P.C  (Clinicopathological Conference)는 특정 환자 증례들을 

선정하여 교실원 및 병리의사가 참석하여 증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환자의 병력부터 증상, 사진, 경과, 병리 조직 및 치료 

반응 등에 대해 토론하며 한가지 질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

는 시간이다. 

Historeading은 2달에 한번씩 교실원들 및 병리의사가 모여 조직

학적으로 감별이 필요한 환자들의 조직 슬라이드에 대해 토의하

는 시간이다. 피부과 교실원뿐 아니라 병리의사의 의견도 함께 들

을 수 있어 교실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Topic review는 전공의들이 피부과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있

게 검토한 후 발표하는 시간으로, 해당 전공의에게는 발표 주제에 

대해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며, 교실원들에게는 각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부터 심도있는 부분까지 정리하여 들을 수 있는 기

회가 된다. 

Review of Literature (강남 Journal Club)는 피부과학 주요 논문 

잡지를 선정하여 게재된 원저 및 리뷰 논문을 요약 발표하여, 피

 ■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Staff lecture를 하는  
방동식 교수 (2014년)

 ■   신촌에서 강남세브란스와 화상연결을 통한  
Staff lecture 장면 (2015년)

 ■   Emma Guttman-Yassky 교수의 Special lecture 장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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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학의 최신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다. 

Mini-topic은 비정기적으로 신촌 및 강남에서 모두 진행되며 조교수 또는 강사 중심으로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

는 시간으로 전공의들에게는 발표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Photomeeting은 3, 4년차 전공의가 일정기간 동안 내원한 환자 중 교육적 가치가 높은 환자의 질환을 중심으

로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다. 고년차 전공의의 진료 역량 강화와 드문 증례 개발을 목표로 한다. 

Staff lecture는 매달 피부과학과 관련된 외부 연자들을 초청하여 여러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교실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외부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분야에 대해 습득해 진료 및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익

한 시간이다. 아래는 2016년 본원 및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정기학술활동 시간표이다.

■ 세브란스병원(2016년)

제목 요일 시간 주기

Textbook reading 화요일 07:30 격주

Histopathology 수요일 07:30 매주

Photohisto review 목요일 17:30 격주

C.P.C 목요일 07:30 매년

Historeading 목요일 17:30 격월

Topic review 목요일 07:30 매월

Review of literature 금요일 07:30 격주

Staff lecture 금요일 07:30 매월

■ 강남세브란스병원(2016년)

제목 요일 시간 주기

Topic review 월요일 07:30 매월

Minitopic 월요일 07:30 매월

CME 월요일 07:30 매월

Historeading 화요일 13:00 매주

Histopathology 목요일 13:00 매주

Journal club 금요일 07:30 격주

Photomeeting 금요일 07:30 매월

C.P.C 금요일 07:30 매월

Staff lecture 금요일 07:30 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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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피부과학술대회 (일본 고베, 1985년)  ■ 제1차 아시아피부과학술대회 (홍콩, 1986년)

 ■ 제12차 한·일 피부과 학술대회 (일본 도쿄, 2001년)

 ■ 제52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원도보광휘닉스파크호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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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matologic Aesthetic Surgery International League: DASIL   
(베트남 호치민, 2015년)

 ■ 제2차 동아시아피부과학회 (중국 베이징, 2012년)



03  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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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는 진료 부문에

서도 우리나라 피부과학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내 최

초로 여러 진단법, 치료법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에서 진료환자 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 진료실 (1933년)

 ■ 이남주 교수 병동회진 모습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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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피부과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에는 외래환자 1,687

명, 입원 환자 2명을 진료 하였으나 1975년에는 외래환자가 21,793명으로 

12.9배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는 106명으로 58배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외

래환자 50,083명, 입원환자 144명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외래환자 

56,514명, 입원환자 70명으로 1965년과 비교하면 외래 환자는 33.5배 증가

하였고 입원환자는 35배 증가하였다. 2005년에 새병원이 개원하면서 외래

환자 80,411명, 입원 환자 124명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도 진료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외래환자 104,837명, 입원환자 354명으로 

1965년과 비교하면 외래환자는 62.1배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는 177배 증가하

였다.

■ 세브란스병원 외래·입원 환자수

연도 외래 입원

1965 1,687 2

1975 21,793 106

1985 50,083 144

1995 56,514 70

2005 80,411 124

2015 104,837 354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복도 (2005년)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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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진료를 시작한 강남(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의 1998년 외래환

자수는 25,286명,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1983년의 11,563명, 61명에 비해 

각각 2.2배, 1.6배로 증가하였다. 그 후로도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외래환자 30,054명, 입원환자 82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외래

환자 46,492명, 입원환자 135명으로 1983년과 비교하면 외래환자는 4.0배, 

입원환자는 2.2배 증가하였다.

■   강남(영동)  세브란스병원 외래·입원 

환자수

연도 외래 입원

1983 11,563 61

1988 21,901 60

1993 24,196 104

1998 25,286 100

2003 25,872 98

2008 30,054 82

2013 46,580 178

2015 46,492 135

 ■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개소식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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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외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6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고년차 전공의들이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의 외래는 본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진료실과 5개의 침대가 있

는 치료실, 두개의 외래 수술실 및 광선치료실, 레이저실, 피부관리실, 및 

검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암병원의 위치한 흉터클리닉에도 

자체적인 진료실 및 레이저실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피부과 외

래에는 일반 피부과 진료를 비롯하여 과의 특수 클리닉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며 입원 환자 진료 및 협진 환자 

진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기양 교수 (피부외과 수술, 2016년)

 ■ 이주희 교수 (레이저시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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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접수와 복도

3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수술실

4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레이저실

5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치료실

6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접수

1

2

3

6

4

5

  2017년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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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 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1977년부터 개최된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는 한국 현대의학의 도입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해관 오긍선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매년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진행되었

다. 제2회 피부생물학 연구소 학술 심포지엄과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가 함께 열리

게 된 2004년 이래로 매년 두 학술대회는 같은 날 진행되고 있으며, 피부과학뿐만 아니라 피부

생물학 분야의 기초 및 국내의 현대의학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역대 연자 및 연제

제1회 1977. 10. 04 Prof. Theodor Nasemann, Goethe University, Germany    

“Animal Viruses that Infected Man :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제2회 1978. 10. 04 Prof. Otto Braun-Falco, Munich University, Germany   

“Dermatologic Aspects of Hyperlipoproteinemia”

제3회 1979. 09. 27 Prof. Urs W. Schnyder, Zürich University, Switzerland   

“New Findings in Inherited Disease of the Skin”

제4회 1980. 10. 02 Prof. Harold O. Perry, Mayo Clinic, USA   

“Dermatoses that Present with Cutaneous Sclerosis”

제5회 1981. 09. 25 Prof. Atsushi Kukita, Tokyo University, Japan

“Malignant Melanoma in Japan”

제6회 1982. 09. 21 Prof. Enno Christophers, Kiel University, Germany   

“Psoriasis- A Complex Disease”

제7회 1983. 10. 25 Prof. Ferdinand Müller, Hamburg University, Germany    

“New Developments in the Immunological Understanding and 

Serodiagnosis of Syph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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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1984. 10. 04 Prof. John S. Strauss, University of Iowa, USA   

“The Management of Acne Based upon Its Pathologic 

Mechanism”

제9회 1985. 10. 04 Prof. Klaus Wolff,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The Clinical Spectrum of Lupus Erythematosus”

제10회 1986. 10. 08 Prof. A. Bernard Ackerman, New York University, USA   

“An Algorithmic Method for Histologic Diagnosis of 

Inflammatory and Neoplastic Skin Diseases by Analysis of 

Their Patterns”

제11회 1987. 09. 28 Prof. J. Graham Smith, Jr., University of Georgia, USA   

“Current Status of the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제12회 1988. 10. 04 Dr. Stephen I. Katz,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The Skin as an Immunologic Organ”

제13회 1989. 09. 28 Prof. Ruggero Caputo, University of Milan, Italy   

“Histiocytic Syndromes”

제14회 1990. 09. 27 Prof. Irwin M. Freedberg, New York University, USA   

“Keratin: from Clones to Clinic”

제15회 1991. 09. 26 Prof. Paul R. Bergstresser, University of Texas, USA   

“Mechanisms of Ultraviolet Radiation-Induced Inhibition of 

Antigen  Presentation by Langerhans Cells”

제16회 1992. 09. 25 Prof. Hideoki Ogawa, Juntendo University, Japan   

“Effectiveness of PUVA Treatment in Atopic Dermatitis and 

Barrier Dysfunction”

제17회 1993. 09. 23 Prof. James J. Nordlund, Cincinnati University, USA   

“The Pigmentary System- An Expanded Perspective”

제18회 1994. 09. 28 Prof. Karen A. Holbrook, University of Florida, USA   

“Understanding Fetal Skin Biology as the Basis for Prenatal 

Diagnosis of Genetic Sk in Disease”

제19회 1995. 10. 04 Prof. Jean-Paul Ortonne, University of Nice, France   

“Vitiligo- Current Knowledge-Speculation for the Future”

제20회 1996. 09. 19 Prof. Barbara A. Gilchrest, University of Boston, USA   

“Novel Approaches to Photo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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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1997. 09. 24 Prof. Thomas J. Lawley, Emory University, USA   

“The Role of Endothelial Cells in the Inflammation and 

Angiogenesis”

제22회 1998. 09. 22 Prof. Grant J. Anhalt,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The Paraneoplastic Pemphigus- Insights into Autoimmunity 

and Cancer”

제23회 1999. 09. 29 Prof. Constantin E. Orfano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Dermatology- New Developments and New Challenges”

제24회 2000. 09. 22 Prof. John R. Stanle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The Pathophysiology of Pemphigus”

제25회 2002. 09. 27 Prof. Dr. Gerd Plewig, Ludwig-Maximilian University, Munich, 

Germany   

“The Many Faces of Rosacea”

제26회 2003. 09. 25 Prof. Jeffrey P. Callen, University of Louisville, USA   

“Dermatomyositis- Diagnosis, Evaluation and Management”

제27회 2004. 09. 15 Prof. Mark C. Udey, National Cancer Institute, USA   

“Immunotherapy for CTCL- Reasonable Idea or Pipe Dream?”

제28회 2005. 09. 28 Prof. Peter M. Elias, University of California, USA   

“Medical Aspects of a Dynamic Stratum Corneum Interface”

제29회 2006. 09. 27 Prof. Jouni Uitto, Thomas Jefferson University, USA   

“Heritable Connective Tissue Disorders: The Paradigms of 

Ehlers-Danlos Syndrome, Cutis Laxa and Pseudoxanthoma 

Elasticum”

제30회 2007. 09. 19 Prof. Xue-Jun Zhang, Anhui University, China  

“Hereditary Pigmentary Disorders of Skin”   

Prof. Larry N. Cook, University of Louisville, USA  

“University of Louisville Health Sciences Center- Then and 

Now”

제31회 2008. 09. 27 Prof. Timothy M. Johnson, University of Michigan, USA   

“Sentinel Lymph Node Biopsy for Melanoma”

제32회 2009. 09. 19 Prof. Thomas Bieb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y 

Bonn, Germany   

“Atopic Dermatitis in the Emerging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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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2010. 09. 11 Prof. George Cotsarel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Hair Follicle Stem Cells in Wound Healing and Skin 

Regeneration”

제34회 2011. 10. 01 Prof. Jean L. Bolognia, Yale University, USA   

“Melanocyte Function- Insights Gained from Disorders of 

Hypopigmentation”

제35회 2012. 09. 08 Prof. Lars E. French, University Hospital Zürich, Switzerland   

“The NLRP3-Inflammasome in Cutaneous Pathogen-Host 

Interactions and Inflammatory Skin Disease”

제36회 2013. 09. 07 Prof. Thomas S. Kupper, Havard University, USA   

“Cutaneous T Cell Lymphoma”

제37회 2014. 08. 30 Prof. John A. McGrath, King’s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Progress in Developing Cell-based Therapies for 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제38회 2015. 08. 29 Prof. Ervin H. Epstein Jr. Children’s Hospital Oakland Research 

Institute, USA   

“Lessons from the Clinic: Thwacking the Wild Hedgehog”

제39회 2016. 09. 03 Prof. Richard D. Granstein,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USA   

“Does Stress Make My Rash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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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4, 1977 
PROF. THEODOR NASEMANN

Title of Special Lecture : “Animal viruses that infected man :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CURRICULUM VITAE 

1923 Born in Hamburg, Germany

1950 Graduated from Hambur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69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J. W. 
Goeth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rankfurt a. M

Societies President, Southwest German Dematological Association
Permanent Committee Member,
Germ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s of Italy, Finland , 
Sweden, Spain, France, Austria and Israel

Bibliography Viral Disease of the Skin, Mucous Membrane and Genitals, 
Textbook of Skin Diseases and Venereal Infection, etc.

THE 2n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CBER 4, 1978 
PROF. OTTO BRAUN-FALCO

Title of Special Lecture : “Dermatologic aspects of hyperlipoproteinemia”

CURRICULUM VITAE 

1922 Born in  Saarbrucken, Germany

1948 Graduated from Mainz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77 President, International League of Dermatology Society

Editorial  
Board

Hautarzt, Archiv fur Dermatologische Forschung
Germ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etc.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England,USA., Japan, etc.

Bibliography Viral Disease of the Skin, Mucous Membrane and  Textbook 
of Dermatology and Venerology,
Author of 300 Articles and Textbooks



           04  교 실 주 최 강 연 회  Department Hosted Academic Activities    |    203

THE 3r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7, 1979   
PROF. URS W. SCHNYDER

Title of Special Lecture : “New findings in inherited diseases of the skin”

CURRICULUM VITAE 

1923 Born in Basel, Switzerland

1948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Zurich

1978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Zurich School of Medicine

Editorial 
Board

Dermatologica, Hautarzt

Honorary 
Member

North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Dermatology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Austria, Denmark, Honduras 
and Japan

Bibliography Genetics in Skin Disease, etc.

THE 4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2, 1980  
PROF. HAROLD O. PERRY

Title of Special Lecture : “Dermatoses that present with cutaneous sclerosis”

CURRICULUM VITAE 

1921 Born in Rochester, Minnesota, USA.

1946 Graduated from Minnesot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75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Mayo Clinic

Editorial  
Board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Brazil, Pacific, and Spain
French Society of Dermatology and Syphil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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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5, 1981  
PROF. ATSUSHI KUKITA

Title of Special Lecture : “Malignant melanoma in Japan”

CURRICULUM VITAE 

1924 Born in Tokyo, Japan

1948 Graduated from the Medical Faculty of
University of Tokyo

1973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Tokyo 

Honorary 
Member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Dermatological Assosiation of Korea, Mexico, America and 
Poland 

Bibliography 25 Articles, etc.

THE 6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BER 21, 1982 
PROF. ENNO CHRISTOPHERS

Title of Special Lecture : “Psoriasis-a complex disease”

CURRICULUM VITAE 

1936 Born in Dortmund, Germany

1956 Graduated from Kie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75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Kie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onorary 
Member

Germ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Editorial 
Board

Archives for Dermat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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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25, 1983    
PROF. FERDINAND MÜLLER 

Title of Special Lecture : “New developments in the immunological 
understanding and of serodiagnosis of syphilis”

CURRICULUM VITAE 

1923 Bom in Hamburg, Germany

1950 Graduated from Hambur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3 Expert Advisor on Venereal Disease,
Treponematoses and Neisseria Infection, WHO 

Bibliography Author of 180 Articles and Textbooks

THE 8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4, 1984   
PROF.JOHN S. STRAUSS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management of acne based upon its pathologic 
mechanism”

CURRICULUM VITAE 

1926 Born in New Haven, Connecticut, USA 

1950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0-1983 President,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Editorial  
Board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Archives of Dermat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Argentina, Pacific, Holland, 
Italy and Sweden 

Bibliography Author of 105 Articles, 21 Review Articles,
24 Textbook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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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9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4, 1985   
PROF. KLAUS WOLFF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clinical spectrum of lupus erythematosus”

CURRICULUM VITAE 

1935 Born in Hermannstadt, Rumania

1962 Graduated from Vien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ustria

1981 Professor of Dermatology and Head,
University of Vienna

Editorial 
Board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Hautarzt,
Th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Photodermatology, 
etc.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England, Polland, Holland,
France, Mexico, Hungary, Japan, Italy, Sweden, Israel and U. S. 

Bibliography A. Author of 230 Articles and 4 Textbooks

THE 10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8, 1986 
PROF. A. BERNARD ACKERMAN

Title of Special Lecture : “An algorithmic method for histologic diagnosis of 
inflammatory and neoplastic skin diseases by analysis of their patterns”

CURRICULUM VITAE 

1936 Bom in Elizabeth, New Jersey, USA

1962 Graduated from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984-1985 President, American Society of Dermatopathology 
Professor and Chairman of
Department of Dermatopathology of New York University  

Editorial 
Board

Index Medicus for Dermatology, Human Pathology,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Bibliography Author of 206 Articles and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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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8, 1987     
PROF. J. GRAHAM SMITH. JR.

Title of Special Lecture : “Current status of the acquired immume deficiency 
syndrome”

CURRICULUM VITAE 

1923 Born in Winston-Salem, North Carolina, USA

1950 Graduated from 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5 Professor of Internal Medicine, Georgi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Editorial
Board

Archives of Dermat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Honon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British, France, Canada,
Italy, Austria, Israel, Japan, Mexico, Brazil, and Africa

Bibliography Author of 129 Articles and 21 Textbooks

THE 12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4, 1988   
PROF. STEPHEN I. KATZ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skin as an immunologic organ”

CURRICULUM VITAE 

1941 Born in Brooklyn, New York, USA 

1966 Graduated from New Orleans Tulan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4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Editorial  
Board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Journal of Immunolog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 Director,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 Clinical and Experimental 
Immunology, Archives for Dermatological Research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Austria, British, Germany, 
France, Spain, China, Poland, and Finland

Bibliography Author of 145 Articles and 41 Chapters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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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3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8, 1989   
PROF. RUGGERO CAPUTO

Title of Special Lecture : “Histiocytic syndromes”

CURRICULUM VITAE 

1938 Born in Sesto San Giavanni, Milan, Italy

1962 Graduated from Mil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4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I and
Vice-Professor of Department of Pediatric Dermatology 
in Mil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itorial 
Board

Journal of Dermatopathology, Dermatologica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Pediatric Dermat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in Italy, America, France and 
Australia etc.

Bibliography Author of 155 Articles and Chapter “Method in Skin 
Research” and “Electron Microscopy” of “Fitzpetrick”

THE 14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7, 1990  
PROF. IRWIN M. FREEDBERG 

Title of Special Lecture : “Keratin : from clones to clinic”

CURRICULUM VITAE 

1931 Born in Boston, Massachusetts, USA

1956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8 President of Program Committe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ermatology 

Editorial 
Board

Chief Editor,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Medicine, Skin and Allergy News, Archives of Dermat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USA, France, Korea,
and Europe

Bibliography 128 Research Articles, 16 Editorials, 27 Chapters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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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5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6, 1991      
PROF. PAUL R. BERGSTRESSER

Title of Special Lecture : “Mechanisms of ultraviolet radiation-induced 
inhibition of antigen presentation by Langerhans cells”

CURRICULUM VITAE 

1941 Born in Kansas, Ottawa, USA

1968 Graduated from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6 Chairman and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Texas University, Medical School

Editorial
Board

Archives of Dermatology
Chief Editor, Photodermatology, Photobimmunology and 
Photomedicine 

Hononary
Member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Americ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American Dermatologic Society for Allergy and Immunology, 
Americ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Photobiology 

Bibliography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etc.
205 Research Articles, 25 Chapters of Textbook

THE 16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5, 1992  
PROF. HIDEOKI OGAWA

Title of Special Lecture : “Effectiveness of PUVA treatment in atopic  
dermatitis and barrier dysfunction”

CURRICULUM VITAE 

1941 Born in Tokyo, Japan

1966 Graduated from Sunchund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1 "Gold Medal" from Canadian Society for Medical Mycology

Editorial  
Board

Japanese Journal of Dermatology
Journal of Dermatology Dermatologica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and Venere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s of Japan, Korea, America

Bibliography 175 Research Articles, 7 Chapters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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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7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3, 1993    
PROF. JAMES J. NORDLUND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pigmentary system : an expanded perspective”

CURRICULUM VITAE 

1939 Born in St. Paul, Minnesota, USA.

1965 Graduated from Minnesot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itorial 
Board

Dermatology Times,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Photodermatology, Photoimmunology & Photomedicine
Experimental Dermatology, Current Opinion in Dermatolog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Honorary 
Member

Dermatological Associations of America

Bibliography 109 Research Articles, 76 Chapters of Textbook

THE 18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8, 1994  
PROF. KAREN A. HOLBROOK

Title of Special Lecture : “Understanding fetal skin biology as the basis for 
prenatal diagnosis of genetic skin disease”

CURRICULUM VITAE 

1942 Born in Des Moines, Iowa, USA

1963 Graduated from Wisconsin University

Editorial 
Board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American Journal of Anatomy, Medicine
Northwest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The Anatomical Recoral

Hononary
Member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Americ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ociety for Pediatric
Dermatology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ssociation of Graduate Schools

Bibliography 117 Research Articles, 54 Chapters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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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4, 1995      
PROF. JEAN-PAUL ORTONNE

Title of Special Lecture : “Vitiligo : current knowledge-speculation for the 
future”

CURRICULUM VITAE 

1943 Born in Yzeure, Bourbonnais, France

1974 Graduated from Ly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rofessor of Dermatology, Director of Research
Pasteur Hospital and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Nice, 
France

Hononary
Member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e
Francaise de Dermatologie et de Venereologie"
(Vice-President since Oct. 1994)

Bibliography 400 Research Articles Co-author, “Vitiligo and Other 
Hypomelanoses of Hair and Skin”, Dave Mosher, Thomas B. 
Fitzpatrick

THE 20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19, 1996   
PROF. BARBARA A. GILCHREST

Title of Special Lecture : “Novel approaches to photoprotection”

CURRICULUM VITAE 

1945 Born in Port Chester, New York, USA

1971 Graduated from Harvard Medicine School

1996 Chairman, FASEB Conference of Clonal Senescence
and Differentiation

Editorial  
Board

Archives of Dermat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Honorary 
Member

Mary American Academy Association

Bibliography 336 Research Articles, 64 Chapters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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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st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4, 1997    
PROF. THOMAS J. LAWLEY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role of endothelial cells in the inflammation 
and angiogenesis”

CURRICULUM VITAE 

1944 Born in New York

1972 Graduated from SUNY at Buffalo, New York, School of 
Medicine 

1988 Expert, Senior Investigator of Dermatology Branch, National 
Cancer Canter, NIH
Chairman of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Dermatology 

1993 Executive Director,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1994 Associate Director, NIAMS Emory Skin Disease Research 
Core Center, Emory University 

1996 Dean,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itorial 
Board

Journal of Immun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Bibliography Author of 11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and 40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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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2n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2, 1998
PROF. GRANT J. ANHALT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Paraneoplastic Pemphigus: Insights into 
Autoimmunity and Cancer”

CURRICULUM VITAE 

1952 Born in Saskatchewan, Canada

1975 Graduated from Manitoba, University of Manitoba, School of 
Medicine, Canada

1982 Professor of Johns Hopkins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1987 Director, Dermatology,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Labora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Editorial Board,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993-1998 Member, NIAMSD Liason Committee

1995 Vice-President for Scientific Affairs, National Pemphigus 
Vulgaris Foundation

1997 Intramural Research Programs Review Committee, 
Dermatology Branch, NCI
President of Johns Hopkins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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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3r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9, 1999 
PROF. COSTANTIN E. ORFANOS

Title of Special Lecture : “Dermatology: New Developments and New 
Challenges”

CURRICULUM VITAE 

1936 Born in Crete, Naepolis, Greece

1960 Graduated from Düsseldorf, University of Düsseldorf, School 
of Medicine

1969 Professor of University of Colongne, Department of 
Dermatology

1978 Chairman of Free University of Berlin, Department of 
Dermatology

1987 Secretary of 17th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1990-1993 Head of Free University of Berlin, School of Medicine

Bibliography Author of 7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THE 24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2, 2000   
PROF. JOHN R. STANLEY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Pathophysiology of Pemphigus”

CURRICULUM VITAE 

1948 Born in New Rochelle, New York

1974 Graduated from Harvard Medical School

1978 Visiting Scientist of Dermatology Branch, NIH, 
Intergovernmental Personnel Act
Professor of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1981 Professor of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1985 Senior Investigator of Dermatology Branch, NIH

1995 Chairman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Dermatology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and 13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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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5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7, 2002 
PROF. GERD PLEWIG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Many Faces of Rosacea”

CURRICULUM VITAE 

1939 Born in Langensalza, Germany

1965 Graduated from Thesis University of Kiel

1972 Professor of Ludwig-Maximilian-University Munich, 
Department of Dermatology

1982-1991 Chairman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Düsseldorf

1991-1999 Chairman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Ludwig-
Maximilian-University Munich

1999 Medical Director of Ludwig-Maximilian-University Munich

Society Chairman of European Society for Dermatological Research

Editor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etc.

THE 26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4, 2003   
PROF. JEFFREY P. CALLEN 

Title of Special Lecture : “Dermatomyositis: Diagnosis, Evaluation and 
Management”

CURRICULUM VITAE 

1972 Graduated from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77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1984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Director of 
Dermatology Residency Program

1988 Chairman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Bibliography Author of 3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and 100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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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7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15, 2004  
PROF. MARK C. UDEY 

Title of Special Lecture : “Immunotherapy for CTCL: Reasonable Idea or 
Pipe Dream?”

CURRICULUM VITAE 

1982 Graduated from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6 Professor of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Dermatology

1996 Senior Investigator, Dermatology Branch, National Cancer 
Institut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1 Chief, Dermatology Branch, Center for Cancer Research, 
National Cancer Institut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irector, Dermatology Branch Residency Program, National 
Cancer Institut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Editor Epithelial Cell Biology, Journal of Immun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Journal of Dermatology Science

Bibliography Author of 5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and 6 textbooks

THE 28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8, 2005  
PROF. PETER M. ELIAS 

Title of Special Lecture : “Medical Aspects of a Dynamic Stratum Corneum 
Interface”

CURRICULUM VITAE 

1967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974 Professor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985 Professor and Vice-Chairman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992 Fellow,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

Editor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Archives of 
Dermatology, Experimental Dermatology

Bibliography Author of 41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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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9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7, 2006  
PROF. JOUNI UITTO 

Title of Special Lecture : “Heritable Connective Tissue Disorders-   
The Paradigms of Ehlers-Danlos Syndrome, Cutis Laxa and 
Pseudoxanthoma Elasticum”

CURRICULUM VITAE 

1969 Graduated from Helsinki Medical University, Finland

1972-1975 Professor of Rutgers Medical School, Biochemistry

1978 Professor of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Biochemistry

1986 Chairman of Jefferson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Dermatology

1996 Director of Thomas Jefferson University, Jefferson Institute 
of Molecular Medicine

Bibliography Author of 5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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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19, 2007  
PROF. XUE-JUN ZHANG  

Title of Special Lecture : “Hereditary Pigmentary Disorders of Skin”

CURRICULUM VITAE 

1979 Graduated from Anhui Medical University

1994 Professor of Anhui Medical University 
The First Affiliated Hospital of Anhui Medical University, 
Chief Physician

1995 Anhui Med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R&D, Department 
Chair

2002 President of Anhui Medical University

Editor Journal of Investigative of Dermat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Chinese Journal of Dermatology, 
Chinese Journal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Chinese 
Journal of Medical Genetics, Acta Universities Medicinalis 
Anhui etc.

Bibliography Author of 70 original articles and 6 Textbooks

PROF. LARRY N. COOK   

Title of Special Lecture : “University of Louisville Health Sciences Center: 
Then and Now”

CURRICULUM VITAE 

1968 Graduated from S chool of Medicine, Louisville, KY

1972 Professor of Pediatrics,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Louisville, KY
Professo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Louisville, KY

1992 Acting chairman of Pediatrics,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Louisville, KY

1994 Chairman of Pediatrics,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Louisville, KY

2005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Health Affairs,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KY

Bibliography Author of 2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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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1st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27, 2008  
PROF. TIMOTHY M. JOHNSON 

Title of Special Lecture : “Sentinel Lymph Node Biopsy for Melanoma”

CURRICULUM VITAE 

1984 Graduated from Helsinki Medical University, Finland

1990 Professor of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Department 
of Dermatology, Departments of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and Surger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Department of 
Dermatology, Cutaneous Surgery and Oncology Program 
Director

1998 American College of Dermatologic Surgery, Board of 
Directors

1998-2000 American College of Mohs Micrographic Surgery/Cutaneous 
Oncology Board of Directors

2003-2006 Association of Academic Dermatologic Surgeons Board of 
Directors

2007 AAD Model State Award, President of the Michigan 
Dermatology Society

Bibliography Author of 15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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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2n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19, 2009 
PROF. THOMAS BIEBER 

Title of Special Lecture : “Atopic Dermatitis in the Emerging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CURRICULUM VITAE 

1982 Graduated from University Louis Pasteur

1990 Professor of Ludwig-Maximilian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1994-1997 Chair of Ludwig-Maximilian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Section of Immunodermatology

1997 Chair professor of Rheinische Friedrich-Wilhelms-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Allergy

Editor Allergy, Journal of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ology,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European Journal of Dermatology,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Bibliography Author of 45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THE 33rd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11, 2010  
PROF. GEORGE COTSARELIS 

Title of Special Lecture : “Hair Follicle Stem Cells in Wound Healing and 
Skin Regeneration”

CURRICULUM VITAE 

1987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1996 Professor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Philadelphia, PA  Department of Dermatology

Society President, North American Hair Research Society

Honorary 
member

Americ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Member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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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4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OCTOBER 1, 2011  
PROF. JEAN L. BOLOGNIA 

Title of Special Lecture : “Melanocyte Function- Insights Gained from 
Disorders of Hypopigmentation”

CURRICULUM VITAE 

1976 Graduated from Douglass College, Rutgers University

1980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7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6 Vice Chair, Clinical Affairs, Department of Dermat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8 Acting Chair, Department of Dermat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07 Presidential Citation,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THE 35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8, 2012  
PROF. LARS E. FRENCH 

Title of Special Lecture : “The NLRP3-inflammasome in cutaneous 
pathogen-host interactions and inflammatory skin disease”

CURRICULUM VITAE 

1988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Geneva, Faculty of Medicine

2002-2003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Geneva University 
Hospital

2003-2006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Zürich University 
Hospital

2006 Chair, Department of Dermatology, Zürich University 
Hospital

2011 President and scientific organizer 8th European Training 
Program for Residents in Dermatology Euroderm 
Excellence 2011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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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6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7, 2013 
PROF. THOMAS S. KUPPER 

Title of Special Lecture : “Cutaneous T cell lymphoma”

CURRICULUM VITAE 

1985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7-1989 Professor of Dermatology and Surgery, Yale Medical School

1989-1992 Professor of Medicine and Pathology,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2-1995 Thomas B. Fitzpatrick Associate Professor of Dermatology, 
Harvard Medical School

1995 Thomas B. Fitzpatrick Professor of Dermatology, Harvard 
Medical School

2005 Chairman and Dermatologist in Chief, Dana Farber Cancer 
Institute, Boston, MA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THE 37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UGUST 30, 2014 
PROF. JOHN A. McGRATH 

Title of Special Lecture : “ Progress in Developing Cell-based Therapies for 
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CURRICULUM VITAE 

1985 Graduated from Guy’s Hospital Medical School

1996-2000 Professor of John’s Institute of Dermatology, King’s College 
London, Guy’s Hospital

2007-2008 President of European Society for Dermatological Research

2010 Professor of Department of Gene Therapy Science, Osak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11 Professor of Dundee Univeristy, Dundee, Scotland

Editor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Acta Dermato 
Venereologica,  Jou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etc.

Bibliography Author of 35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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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8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UGUST 29, 2015 
PROF. ERVIN HAROLD EPSTEIN Jr. 

Title of Special Lecture : “Lessons from the Clinic: Thwacking the Wild 
Hedgehog”

CURRICULUM VITAE 

1962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1966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chool of Medicine

1972-2007 Professor o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991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President

2007 Children’s Hospital Oakland Research Institute, Senior 
Scientist

Honorary Korean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European Society for Dermatological Research

Bibliography Author of 10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THE 39th KUNG-SUN OH MEMORIAL LECTURE
SEPTEMBER 3, 2016 
PROF. RICHARD D. GRANSTEIN 

Title of Special Lecture : “Does Stress Make My Rash Worse?”

CURRICULUM VITAE 

1974 Graduated fro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8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Medicine

1984-1996 Professor of Harvard Medical School

1995-2000 Director,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1996 George W. Hambrick, Jr. Professor of Dermatology,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Bibliography Author of 150 original and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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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24, 2003

Lecture Title : “Cutaneous Inflammation and Immunity”
강연주제 : 피부 염증과 면역

Introduction Dongsik Bang,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Atopy Chairperson 
Seung Hu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IL-18 induces innate type allergic 
inflammation

Kenji Nakanishi, M.D., Ph.D. Hyogo College of 
Medicine, Japan

The role of chemokines of atopic 
dermatitis

Koichiro Nakamura, M.D., Ph.D. Fukushima Medical 
College, Japan

Session II Proinflammatory cytokines Chairperson 
Kwang Hoo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Role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the 
induction of IL-23 from synovial 
fibroblasts of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Sue-Yun Hwang, Ph.D.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Increased expression of IL-23 p19 and 
p40 in lesional skin of patients with 
psoriasis vulgaris

Edmund Lee, M.D., Ph.D. Rockfeller 
University, USA.

The two faces of IL-18 in skin tumors Daeho Cho, 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Differential expression of IL-18 among 
proinflammatory genes depending on 
clinical types of psoriasis vulgaris

Wook Lew,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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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2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15, 2004

Lecture Title :  “  Dendritic Cells in Cutaneous Immunobiology and 
Immunotherapy”

강연주제 : 피부 면역학과 면역치료의 수지상세포  

Introduction Seung Hu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Dendritic Cells in Cutaneous 
Immunobiology

Experimental cutaneous leishmaniasis: 
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that 
remain

Mark C. Udey. M.D., Ph.D.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

Cellular basis of the role of diesel exhaust 
particles in inducing Th2-dominant 
response

Setsuya Aiba, M.D., Ph.D. Tohoku University, 
Japan

Involvement of MCP-1/CCR2 pathway in 
various disease conditions

Motohiro Takeya, M.D., Ph.D. Kumamoto 
University, Japan

Session II. Dendritic Cells in 
Immunotherapy

Cancer immunotherapy using dendritic 
cells pulsed with recombinant adenovirus

Tai-Gyu Kim, M.D., Ph.D.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Enhanced antitumor effect of dendritic 
cell based combined immunotherapy of 
mouse melanoma

Min-Geol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Intracellular targeting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DC vaccine

Tae Woo Kim, Ph.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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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3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28, 2005

Lecture Title :  “Regulation of Skin Barrier Integrity”
강연주제 : 피부 장벽의 조절   

Introduction Seung Hu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Plenary lecture I

Integrative aspects of stratum corneum 
function

Peter M. Elias, 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Session I Regulation of  Skin Barrier 
Integrity (I)

Skin pH and skin barrier Hae Kwang Lee, M.S. Amore-Pacific Co., Korea

Various ions and skin barrier Se Kyoo Jeong. M.S. Aekyung Co., Korea

Strontium modulates skin barrier 
recovery mechanism

Geoung A Jeon, Ph.D. Yonsei University, Korea

The effect of iontophoresis and 
sonophoresis on epidermal permeability 
barrier and epidermal calcium gradient

Ki Ju Choi, B.S. Seoul Health College, Korea

Session II Regulation of Skin Barrier 
Integrity (II)

Neurotransmitters and other new 
materials, which improve epidermal 
barrier homeostasis

Mitsuhiro Denda, 
Ph.D. 

Shisheido Co., Japan

Desquamation and enzyme Sung Jin Kim, M.D., 
Ph.D.

Chonnam University, Korea

PKC and skin barrier Bong Kyun Ahn, M.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veiling pathomechanisms of 
harlequin ichthyosis: ABCA12 mutations 
and functional rescue by corrective gene 
transfer

Masashi Akiyama, 
M.D., Ph.D.

Hokkaido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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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 II

The role of PPARs and LXR in epidermal 
biology

Kenneth R. Feingold, 
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Session III Regulation of Skin Barrier 
Integrity (III)

Regulation of epidermal barrier 
homeostasis by nuclear hormone 
receptors

Maoqiang Man, 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Epidermal protective mechanisms 
against ceramide-induced apoptosis

Walter Holleran,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Effect of dietary sphingolipids on 
cutaneous function including barrier 
function

Yutaka Takagi, Ph.D. Kao Co., Japan

Phosphatidylserin enhances skin 
barrier function potentially through 
PPARα

Chang Seo Park, 
Ph.D.

Doosan Biotec Co., Korea

Session IV Regulation of Skin Barrier 
Integrity (IV)

Pseudoceramides - efficacy and safety 
issues

Sumiko Hamanaka, 
Ph.D.

Tokyo University, Japan

Assessment of sensitive skin Do Won Kim, M.D., 
Ph.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Modulation of electro-osmosis during 
iontophoresis

Seaung Youl Oh, 
Ph.D.

Sookmyung Woman’s University, 
Korea

Session V Atopic Dermatitis and Skin 
Barrier (I)

Utility and sensitivity of the OSSAD score 
for following atopic dermatitis

Mary L. Williams, 
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22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4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27, 2006

Lecture Title :  “Recent Advances in Epidermolysis Bullosa”
강연주제 : 수포성표피박리증의 최신지견     

Introduction Seung Hun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Advances in Molecular Diagnosis and Clinical Management

Clinical implications of basic 
research on epidermolysis bullosa

Jouni Uitto, M.D., Ph.D. Thomas Jefferson University, 
USA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and 
families living with epidermolysis 
bullosa

John A. McGrath, M.D., Ph.D. St Thomas’ Hospital, UK

COL7A1 mutation analysis in Korean 
patients with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Soo-Chan Kim,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I Therapeutic Challenges

Generation of a novel murine model 
of epidermolysis bullosa

Hiroshi Shimizu, M.D., Ph.D. Hokkaido University, Japan

Molecular therapy for epidermolysis 
bullosa

Peter M. Marinkovich, M.D. Stanford University, USA

Bone marrow stem cell-gene 
therapy as a new strategy to treat 
epidermolysis bullosa

Katsuto Tamai, M.D., Ph.D. Osaka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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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5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19, 2007

Lecture Title :  “Vitiligo : Present and Future”
강연주제 : 백반증의 현재와 미래      

Introduction Kwang Hoon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Presentation of a film congratulating 
the 9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Session 1 Chairperson 
Mu Hyoung Lee, M.D., Ph.D. Kyunghee University, Korea

Overview of vitiligo: Pathogenesis and 
milestone of treatment

Yoon Kee Park,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The genetic aspects of vitiligo Xue-Jun Zhang, M.D., Ph.D. Anhui University, China

Psychiatric profiles and their clinical 
correlates in vitiligo patients

Seung Kyung Hann, M.D., 
Ph.D.

Woo & Hann Clinic

Session 2 Chairperson 
Yoon Kee Park,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nsitivity of melanocytes to oxidative 
stress occurs in contact/occupational 
vitiligo

Raymond E. Boissy,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USA

Mechanism of melanocyte death as a 
model of vitiligo

Kyoung Chan Park,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racteristics and role of 
keratinocytes in vitiligo

Ai Young Lee, M.D., Ph.D. Dongguk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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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6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27, 2008

Lecture Title :  “Role of Dermatologic Surgery in Cutaneous Oncology”
강연주제 : 피부암에서의 피부외과의 역할       

Introduction Kwang Hoon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1 Chairpersons 
Chang Kwun Hong, M.D., 
Ph.D.,  
Min-Geol Lee, M.D., Ph.D.

Chung-Ang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Lessons learned from a multidisciplinary 
melanoma program

Timothy M. Johnson, M.D. University of Michigan, 
USA

Primary cutaneous malignant melanoma 
in Korea: Clinicopathological review and 
interdisciplinary therapeutic approach 
including sentinel lymph node biopsy

Seok Jong Lee, M.D., 
Ph.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Session 2 Chairpersons
II-Hwan Kim, M.D., Ph.D.,
Seung Hun Lee, M.D., 
Ph.D.

Korea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The island pedicle flap in melanoma 
surgery

Ken K. Lee, M.D.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USA

Three dimensional sculpting Tri H. Nguyen, M.D.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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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7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19, 2009

Lecture Title :  “  New Perspectives in Atopic Dermatitis : Updates in the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강연주제 :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 및 치료의 최신동향       

Introduction Kwang Hoon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 Pathogenesis of atopic 
dematitis, In the aspect of immunology, 
skin barrier, and neuropeptides

Chairpersons
Choong Rim Haw, 
M.D.,Ph.D. 
Min-Geol Lee, M.D., 
Ph.D.

Kyunghee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kin barrier defects in atopic dermatitis Hyun Jeong Kim, 
M.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taphylococcus aureus and 
staphylococcal superantigens in atopic 
dermatitis

Do Won Kim, 
M.D.,Ph.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Dendritic cell & NKT cell in atopic 
dermatitis

Chang Ook Park, 
M.D.

The Amed Forces Byukjae 
Hospital, Korea

Neural functions in itching and itch 
sensitization of atopic dermatitis

Akiko lkoma, M.D., 
Ph.D

Kyoto University, Japan

Session II : Genetics of atopic dermatitis 
and animal models

Chairpersons
Kyu Han Kim, M.D., 
Ph.D. 
Young Min Park,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Genetics of atopic dermatitis in Korean Jun Mo Yang, M.D., 
Ph.D.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Filaggrin mutation in atopic dermatitis Masashi Akiyama, 
M.D., Ph.D.

Hokkaid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Animal models in atopic dermatitis Hitoshi Mizutani, 
M.D., Ph.D.

Mie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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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ymposium Chairpersons
Young Suck Ro, M.D., 
Ph.D. 
Ai Young Lee, M.D., 
Ph.D.

Hanyang University, Korea 

Dongguk University, Korea

Skin care in atopic dermatitis Ai Young Lee, M.D., 
Ph.D.

Dongguk University, Korea

Use of moisturizers in atopic dermatitis Young Suck Ro, M.D., 
Ph.D.

Hanyang University, Korea

Topical corticosteroids and calcineurin 
inhibitors in atopic dermatitis

Young Lip Park, M.D., 
Ph.D.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Special Lecture Chairperson
Jin Wou Kim, M.D., 
Ph.D.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New developments in the 
pathophysiology of atopic dermatitis and 
their clinical consequences

Thomas Bieber, M.D., 
Ph.D.

Rheinische Friedrich-
Wilhelms-University of Bonn, 
Germany

Session III : Specific Immunotherapy for 
atopic dermatitis 

Chairpersons
Kyu-Earn Kim, M.D., 
Ph.D. 
Ki Beom Suhr, M.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CnU Skin Clinic·Esthetic

Specific immunotherapy in allergic 
diseases

Hae Sim Park, M.D., 
Ph.D.

Ajou University, Korea

An update on allergen specific 
immunotherapy as a novel therapeutic 
option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s

Natalija Novak, M.D., 
Ph.D

University of Bonn, Germany

House dust mites immunotherapy in 
atopic dermatitis

Kwang Hoo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V : New frontiers in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Chairpersons
Seung Chul Lee, 
M.D., Ph.D. 
Bok Yang Pyun, M.D., 
Ph.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Novel protein transduction domains in 
allergic inflammation

Sang Kyou Lee, Ph.D. Yonsei University, Korea

Effect of CpG-ODN for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Tae Yoon Kim, M.D., 
Ph.D.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STAT6 decoy deoxynucleotide in atopic 
dermatitis

Ken lgawa, M.D., 
Ph.D.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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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8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11, 2010

Lecture Title :  “Stem Cell Research : Application in Dermatology”
강연주제 : 피부과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적용           

Introduction Kwang Hoon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Immune system requirements for skin 
regeneration

George Cotsarelis, 
M.D.

University of Pennsyivania, USA

Adipose stem/progenitor cells: 
angiogenesis, adipogenesis, wound 
healing and rejuvenation 

Kotaro Yoshimura, 
M.D.

University of Tokyo, Japan

Session II

Regulation of stem cell marker in the 
skin

Kyoung Chan Park,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 
and disease modeling

Dong Wook Kim, Ph.D.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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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9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OCTOBER 1, 2011

Lecture Title :  “Melanocyte and Pigmentary Disorder”
강연주제 : 멜라닌세포와 색소질환               

Introduction Min-Geol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Soo-Chan Kim, M.D., Ph,D. 

Kyoung-Chan Park,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elanocyte function - insights 
gained from disorders of 
hyperpigmentation

Jean L. Bolognia, M.D. Yale University, USA

Extra-cutaneous melanins Tae-Jin Yoon, M.D., Ph.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Coculture of melanocytes with 
adipose-derived stem cells as a 
potential substitute for coculture of 
keratinocytes

Ai-Young Lee, M.D., Ph.D. Dongguk University, Korea

Session II Chairpersons
Seung-Kyung Hann, M.D., 
Ph.D. 
Mu-Hyoung Lee, M.D., 
Ph.D.

Drs. Woo and Hann’s Skin 
Center
Kyunghee University, Korea

Hypopigmentary disorders: a better 
understanding from a genetic view

Tamio Suzuki, M.D.,Ph.D. Yamagata University, Japan

Aryl hydrocarbon receptor as a 
pigment cell regulator

Cheng-Che E. Lan, 
M.D.,Ph.D.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Taiwan

New insights into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melasma

Jean L. Bolognia, M.D. Yal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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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0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8, 2012

Lecture Title :  “Expanding Paradigm of Innate Immunity”
강연주제 : 선천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Introduction Min-Geol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Seung-Hun Lee, M.D., 
Ph.D.
Jee-Ho Choi,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of Ulsan, Korea

The NLRP3-inflammasome in 
cutaneous pathogen-host 
interactions and inflammatory skin 
disease

Lars E. French, M.D. University Hospital 
Zurich, Switzerland

Innate immune defense of AJM2 
inflammasome against intracellular 
pathogen

Je-Wook Yu,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irect interaction of a bacterial 
surface protein with integrin α5β1 
activates the NLRP3 inflammasome

Bong-Kyu Choi,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ession II Chairpersons
Eun-So Lee, M.D., Ph.D. 
Seong Jun Seo, M.D., 
Ph.D.

Ajou University, Korea 
Chung-Ang University, 
Korea

Innate immunity of the epidermis 
toward bacterial and fungal 
infection: lessons from Th17 
dysregulated conditions

Yoshiki Tokura, M.D., 
Ph.D.

Hamamatsu University, 
Japan

Autophagy and innate immunity in 
tuberculosis

Eun-Kyeong Jo, M.D., 
Ph.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Epidermal barrier dysfunction and 
IL-17 mediated innate immunity in 
Dα3-null skin

Joonsung Hwang, Ph.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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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1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7, 2013

Lecture Title :  “Skin and immunology”
강연주제 : 피부면역                   

Introduction Min-Geol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Kwang Hoon Lee, M.D., 
Ph.D. 
Joo Young Roh,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Gachon University, Korea

Immunological membrane and 
skin

Thomas S. Kupper, M.D. Harvard Medical School, USA

In vivo fluorescence cellular 
imaging by video-rate intravital 
microscopy

Pilhan Kim, Ph.D. Graduate School of Nano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Visualization of inducible skin 
associated lymphoid tissue (iSALT)

Kenji Kabashima, M.D., 
Ph.D.

Kyot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Session II Chairpersons
Soo-Chan Kim, M.D., 
Ph.D. 
Young Min Park,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Regulation of Th2 cytokine locus 
during Th2 cell differentiation

Gap Ryol Lee, Ph.D. Department of Life Sciences, 
Sogang University, Korea

The roles of Langerhans cell in 
acrodermatitis enteropathica and 
HIV infection

Tatsuyoshi Kawamura, 
M.D., Ph.D.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Yamanashi, Japan

Langerin/CD207, a C-type lectin 
receptor on dendritic cells

Chae Gyu Park,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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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2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AUGUST 30, 2014

Lecture Title :  “Management of Epidermolysis Bullosa”
강연주제 :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치료                   

Introduction Min-Geol Lee,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Kyu-Suk Lee, M.D., 
Ph.D. 
Hae Young Choi, 
M.D., Ph.D.

Keimyung University,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Overview of epidermolysis bullosa Soo-Chan Kim,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Importance of correct diagnosis and 
wound care of EB patients

Akira Ishiko, M.D., 
Ph.D.

Faculty of Medicine, Toho 
University, Japan

Epidermolysis bullosa in Hokkaido 
University: from bench to bedside

Yasuyuki Fujita, M.D., 
Ph.D.

Hokkaid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Session II Chairpersons
Jun Young, Lee, M.D., 
Ph.D. 
Soo-Chan Kim, M.D., 
Ph.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More insights into mesenchymal 
stem cells as therapeutics

Ki-Chul Hwang,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Mesenchymal stem cell exosomes 
and their biological functions

Sai Kiang Lim, Ph.D. A STAR Institute of Medical Biology, 
Singapore

Progress in developing cell-based 
therapies for 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John A. McGrath, 
M.D., FRCP, FMedSci

King’s College London, UK

Novel therapeutic strategy for 
epidermolysis bullosa by mobilizing 
mesenchymal stem/progenitor cells 
from bone marrow

Katsuto Tamai, M.D., 
Ph.D.

Osaka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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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3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AUGUST 29, 2015

Lecture Title :  “Recent Breakthroughs in Skin Cancer Treatment”
강연주제 : 피부암 치료의 최신동향                        

Introduction Kee Yang Chung,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Kwang Hyun Cho, 
M.D., Ph.D. 
Min-Geol Lee, M.D.,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Lessons from the lab: Experimental 
studies of murine cancers of the skin 
and its appendages

Ervin H. Epstein Jr., 
M.D., Ph.D.

Children’s Hospital Oakland 
Research Institute, USA

How bad is the Hedgehog? GLI-
dependent, Hedgehog independent 
cancers

Alain Mauviel, Ph.D. Centre de Recherche, Team 
“TGF-β and Oncogenesis,” 
Institut Curie, France

Development of animal model in 
oncologic translational research

Han Woong Lee, Ph.D. Yonsei Laboratory Animal 
Research Center, Korea

Session II Chairpersons
Chung Kwun Hong, 
M.D., Ph.D. 
Soo Chan Kim, M.D., 
Ph.D.

Chung-Ang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Challenging skin cancer cases: Why 
cancer-specific therapies are needed

Kee Yang Chung,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Treatment of advanced of metastatic 
malignant melanoma: Where are we 
today? Where do we go tomorrow?

Dae Ho Lee, M.D., 
Ph.D.

Department of Oncology, Asan 
Medicial Center, Korea

Scalp/face angiosarcoma: Working 
out an approach to a devastating 
disease

Mohamad Farid, M.D. National Cancer Center of 
Singapore, Singapore

Ingenol mebutate, a novel topical 
drug against actinic keratosis, has a 
unique model of action

Zheuyi Xu M.D., Ph.D. Principal Medical Advisor, LEO 
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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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제14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엄

SEPTEMBER 3, 2016

Lecture Title :  “Endothelial Cell Biology and Related Skin Disorders”
강연주제 : 내피세포와 관련 피부질환                        

Introduction Kee Yang Chung, M.D., 
Ph.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ession I Chairpersons
Jeung-Hoon Lee, M.D., 
Ph.D. 
Kwang Hoon Lee, M.D., 
Ph.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Role of angiogenesis and 
lymphangiogenesis in tumor 
development

Satoshi Hirakawa, M.D., 
Ph.D.

Hamamats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apan

Tumor angiogenesis and vascular 
normalization

Young-Geun Kwon, Ph.D.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Yonsei University, 
Korea

Intravital microscopy: Visualization 
of immune cell and vascular system 
interaction in vivo

Pilhan Kim, Ph.D. Graduate School of 
Nano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Session II Chairpersons
Jee Ho Choi, M.D., Ph.D. 
Seung-Hun Lee, M.D., 
Ph.D.

University of Ulsan,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Discovery of endothelial cells 
biomarkers for skin aging using 
proteomics tools

Kwang Hoon Lee, M.D., 
Ph.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regulates endothelial cell immune 
function

Richard D. Granstein, 
M.D.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USA

Seeking new rosacea treatment: 
LED device and cosmeceutical agent

Jee-Bum Lee, M.D., 
Ph.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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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Perry 교수와 만찬, 
1980년)

 ■ 제1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1977년)

 ■ 제2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1978년)

 ■  제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Schnyder 교수 증례
검토,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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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1986년)

 ■ 제8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1984년)

 ■  제9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오긍선 선생님 동상 제막식, 
1985년)

 ■   제12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Katz 교수와 
88올림픽, 1988년)

 ■   제15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Bergstresser 
교수 외래참관, 1991년)

 ■  제17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Nordlund  
교수와 만찬,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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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Stanley 교수와 
    전공의들 (2000년)

 ■ 제27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04년)

 ■ 제28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05년)

 ■ 제22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1998년)

 ■   제2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Orfanos 교수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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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들과 저녁 만찬 후  
단체 사진

 ■ 제30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07년)

 ■ 제3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10년)

 ■ 제34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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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McGrath 교수  
    (DDP, 2014년)

 ■ 제35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12년)

 ■ 제38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2015년) ■   제36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Kupper 교수와  
만찬, 2013년)

 ■   제39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강연회 (연자 Granstein 교수와 
만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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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피부병리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Dermatopathology Symposium

주관 :   대한피부과학회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 국제피부병리 심포지엄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대한피부과학회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제34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되어 1982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명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피부병리학자들이 초청되어 10개의 연제 발표와 16개의 CPC case 토의를 통하여 국내 

피부병리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연세대학교의 이성낙 교수와 이정복 교수가 각각 사무총장과 총무를 맡아 본 모임의 개최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였다. 

 ■   국내최초의 서울 국제피부병리 심포지엄 
(1982년)

 ■ 초청연자를 포함한 청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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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ING AND ADVISORY COMMITTEE

Organizing Committee       Advisory Committee

Chairman Members

Young Pio Kim, M.D. Hong Shik Kim, M.D.

Chu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cretary General

Sungnack Lee, M.D Joong Hwan Kim, M.D.

Yonsei University, Seoul Hanyang University, Seoul

Secretariat

Chung Won Kim, M.D. Yoo Shin Lee, M.D.

Catholic Medical Colleg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Jung Bock Lee, M.D. Chin Yo Chang, M.D.

Yonsei University, Seoul Chungang University, Seoul

Won Houh, M.D.

The Catholic Medical College, Seoul

Treasurer

Jin Tack Kim, M.D. Soon Bong Suh, M.D.

Seoul Red Cross Hosp., Seou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cientific

Soo Nam Kim, M.D. Tae Ahn Chung, M.D.

Korea University, Seoul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Soo Duk Lim, M.D.

Kyunghee Univers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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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FIC PROGRAM

May 20, 1982 (1st day, Thursday)

8:00- 9:00 Registration

9:00- 9:20 Opening ceremony

9:20-10:05 Classification of cutaneous lymphoma Dr. Burg, G.

10:05-10:25 Allergic vasculitis Dr. Wolff, H.H.

10:25-10:45 Coffee break

10:45-11:05 Differentiation of malignant lymphoma from 
pseudolymphoma of the skin

Dr. Burg, G.

11:05-11:50 The application of electron microscopy for practical 
diagnosis in dermatology

Dr. Wolff, H.H.

11:50-12:10 Discussion

12:10-14:00 Luncheon

14:00-14:25 Immunoperoxidase techniques in dermatopathology
(Identification of mononuclear cells in dermatopathology: 
Lymphocyte receptors)

Dr. MacDonald, 
D.M.

14:45-15:00 Enzyme cytochemistry and immunology as clause for the 
cytologic mononuclear cells

Dr. Burg, G.

15:00-15:20 Discussion

15:20-16:50 Clinicopathological conference Dr. Kim,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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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1, 1982 (2nd day, Friday)

8:30- 9:15 Histologic patterns of inflammatory
skin diseases

Dr. Ackerman, A.B.

9:15- 9:35 Immunopathology of lupus erythematosus Dr. Holubar, K.

9:35- 9:55 Differential diagnosis of psoriasis Dr. Ackerman, A.B.

9:55-10:40 Histology and immunopathology of bullous diseases Dr. Holubar, K.

10:40-11:00 Discussion

11:00-11:20 Coffee break

11:20-11:35 Multiple occurrences of extramammary Paget’s 
disease

Dr. Miki, Y.

11:35-11:50 Inflammatory reaction in insect bites Dr. Kauh, Y.C.

11:50-12:05 Histopathology and ultrastructure of human papilloma 
virus

Dr. Nasemann, Th.

12:05-12:20 Discussion

12:20-14:00 Luncheon

14:00-17:00 The 34th Annual (spring) Meeting of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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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COURSEWORK

The First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1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8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동안 86정기 대외기술공여 사업계획에 의해 매독혈청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8개국으로부터 9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1. 참가자

Dr. Teresita A. Esguerra (Philippines)

Mrs. Julieta T. Aparis (Philippines)

Dr. Jubianto Judarnaso (Indonesia)

Dr. Chittaphon Sreshthaputra (Thailand)

Mr. Manda Kay (Papua New Guinea)

Mr. Mesele W. Mariam (Ethiopia)

Dr. Sujatha Manan Watte (Sri Lanka)

Mr. Gopal Man Joshi (Nepal)

Dr. Adan Al Sagi (Iraq)

  2.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VDRL and RPR tests  

2) TPHA test  

3) FTA-ABS test  

4)   CATS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A new serologic test for syphilis 

developed by this research team

5) IgM-FTA-ABS test  

6) 19S(IgM)-FTA test  

7) IgM-ELISA  

8)   Introduction to experimental syphilis: Incubation of T. pallidum into rabbit 

testicles and extraction of T. pallidum from the testicles

(1 day)

(1 day)

(1 day)

(1 day)

(1 day)

(3 days)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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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2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8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 동안 87정기 대외기술공여 사업계획에 의해 매독혈청검사에 대

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7개국으로부터 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Dr. Yeakub Ali (Bangladesh)

Dr. Nawzad A M Salih (Iraq)

Mrs. Myrna J Reyes (Philippines)

Mr. Paul Kila (Papua New Guinea)

Miss Sri Endreswari (Indonesia)

Mrs. Sanu Maiya Dangol (Nepal)

Mr. Arunrat Romphryx (Thailand)

  2. 강사진

이 정 복 (주임교수)  이 민 걸 (전임강사)

이 원 수 (전공의)  장 진 곤 (전공의)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VDRL and RPR tests  

2) TPHA test  

3) FTA-ABS test  

4)   CATS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A new serologic test for syphilis  

developed by this research team

5) IgM-FTA-ABS test  

6) 19S (IgM)-FTA test  

7) IgM-ELISA  

8)   Introduction to experimental syphilis: Incubation of T. pallidum into rabbit testicles  

and extraction of T. pallidum from the testicles

9) Elective course  

10) Discussion  

(1 day)

(1 day)

(1 day)

(1 day)

(1 day)

(1 day)

(3 days)

(3 days)

(1 day)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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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3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88년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19일동안 88정기 대외기술공여 사업계획에 의해 매독혈청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으로부터 10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Mr. Hayder Anbar (Iraq)

Mr. Samuel B. Sesay (Sierra Leone)

Dr. Ata Matatumua (Western Samoa)

Mr. A. K. M. Shaidul Islam (Bangladesh)

Dr. C. D. Gunartne (Sri Lanka)

Dr. Patthraporn Teeraratkul (Thailand)

Mr. Joseph Pokaran (Papua New Guinea) 

Dr. Krishna Ray (India)

Mr. Khalid Awad Khalifa (Iraq)

Ms. Estelita C. Santos (Phillipines)

  2. 강사진

이 정 복 (주임교수) 

이 은 소 (연구강사) 

장 진 곤 (전공의)

이 민 걸 (전임강사) 

이 원 수 (전공의) 

조 성 환 (전공의)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RPR test  

2) TPHA test  

3) FTA-ABS test and IgM-FTA-ABS test 

4) Preparation of T.pallidum antigen 

5) IgM-TP-ELISA test 

6)   CATS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A new serologic test  

for syphilis developed by this research team

7) Maintenance of T.pallidum antigen  

8) 19S (IgM)-FTA test  

9) Elective course and discussion  

(1 day)

(1 day)

(1 day)

(1 day)

(2 days)

(1 day)

(1 day)

(1 day)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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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4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89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89정기 대외기술공여 사업계획에 의해 매독혈청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 9개국으로부터 10여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Dr. Worapong Teepprasam (Thailand)

Dr. Roshidah Baba (Malaysia)

Mr. Mismar Yousef (Jordan)

Mr. Huaupe Maii (Papua New Guinea)

Dr. Alejandro Padron (Peru)

Dr. Paul Darag (Philippines)

Ms. Shareef Nadera (Jordan)

Dr. Almosaw Taki Ali (Iraq)

Dr. Armando Cortes Buelva (Columbia)

Dr. Ali Mohamed Guled (Somalia)

  

  2. 강사진

이 정 복 (주임교수) 

장 진 곤 (전 공 의) 

곽      호 (전 공 의)

이 민 걸 (전임강사) 

조 성 환 (전 공 의) 

장 남 수 (기 사 보)

이 은 소 (연구강사) 

유      욱 (전 공 의) 

이 혜 순 (기 사 보)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Syphilis                       2) Buffer system                     

3) RPR card test  4) TPHA test

5) FTA-ABS test  6) IgM-FTA-ABS test

7) Preparation of T.pallidum antigen

8) Purification of T.pallidum antigen

9)     Sonification of T.pallidum antigen, placement of T.pallidum antigen    

 in the wells of microtiterplate for the IgM-TP-ELISA

10) CATS

11) T.pallidum specific IgM antibody



          04  교 실 주 최 강 연 회  Department Hosted Academic Activities    |    253

The Fifth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5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91년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독혈청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7개국으로

부터 8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Mr. Bennie Otoa (Papua New Guinea)

Ms. Katina Kingross (Colombia)

Mr. Sqn. Ldr. Switree Sethanand (Thailand)

Mr. Rosario G. Alarilla (Philippines)

Ms. Martha Glenny Aravjo (Peru)

Oscar Dizon NG, M.D. (Philippines)

Siew Eng Choon, M.D. (Malaysia)

Mr. Atm. Habibvr Rahman (Bangladesh)

  2. 강사진

이 정 복 (주임교수) 

유      욱 (전 공 의)

이 민 걸 (전임강사) 

곽      호 (전 공 의)

정 기 양 (연구강사)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Syphilis

2) RPR card test

3) Buffer system

4) TPHA test

5) FTA-ABS test

6) Preparation T. pallidum antigen

7) IgM-TP-ELISA test

8) T. pallidum-specific IgM antibody

9) 19S (IgM)-FTA-test

10) CATS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11) Maintenance of T. pallidum antigen

12) Elective course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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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xth International Laboratory Course on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제6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92년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독혈청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8개국으로

부터 9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Mohammad Anwarul Huq, M.D. (Bangladeshi)

Ms. Cascante Wilches Martha Luz Stella (Colombia)

Mr. Kibiti M. Arimi (Kenya)

Ms. Lopez Sotelo GPE. Angelica (Mexico)

Mr. Francis Soli (Papua New Guinea) 

Shanaz Murad, M.D. (Malaysia)

Mr. Roberto Vazquez Campuzano (Mexico)

Iwona Danuta Rudnicka, M.D. (Poland)

Marin Popescu, M.D. (Rumania)

  2. 강사진

이정복 (교 수)

김현숙 (연세의대 임상병리학교실 조교수) 

정기양 (연구강사)

함익병 (전 공 의)

김준명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조교수)

이은소 (아주의대 피부과학교실 전임강사) 

유    욱 (연구강사)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Syphilis 

3) Buffer system 

5) FTA-ABS test

7) T.pallidum-spccific IgM antibody

9) CATS (chromatic antibody test for syphilis)

10) Maintenance of T.pallidum antigen

11) AIDS

12) ELISA for HIV

13)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for syphilis

14) Elective course and discussion

2) RPR card test 

4) TPHA test

6) Preparation T.pallidum antigen 

8) 19S (IgM)-FTA test



           04  교 실 주 최 강 연 회  Department Hosted Academic Activities    |    255

 ■ 제1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86년) 

 ■ 정기양 교수 (매독연수교육, 1991년)

 ■ 단체사진 (매독연수교육, 1991년)

 ■ 이민걸 교수 (매독연수교육, 1991년)

 ■ 매독연수교육 중 휴식

 ■ 제6회 매독혈청검사 연수교육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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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ymposium of Photomedicine

제1회 광의학 심포지엄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후원 :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1990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의학 심포지엄이 국내 최초로 전국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로 본 피부

과학교실 주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본 심포지엄은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 후원 아래 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광의학의 이론 및 

실습강의에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각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피부과 교수진과 전공의는 물론 개원 피부

과 의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총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1. 강사진

Takeshi Horio : 일본 Kansai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심상철 :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원장 

박윤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윤재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한승경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전임강사

조무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연구강사

임석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기사 

양성애 :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 기사

  2. 강의 및 실습내용

1) Immunosuppressive effect of UV radiation-with emphasis of UV effect on mast cells

2) PUVA요법과 psoralen의 광화학

3) 건선의 광요법과 광화학요법

4) 자외선에 의한 홍반반응

5) 백반증의 광화학요법

6) 광의학 장비 및 광선치료기계의 소개와 그 이용법

      7) 광선검사 및 광선치료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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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ymposium of Photomedicine

제2회 광의학 심포지엄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후원 :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1991년 11월 30일에 제2회 광의학 심포지엄이 전국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본 피부과학교실 주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본 심포지엄은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 후원 아래 실시되었으며 레이저 광의학의 기초 및 최신지

견과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각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피부과 교수진과 전공의는 물론 개원 피부과 의사 및 성형외과 의사들이 약 250여명 참석하

였다.

  1. 강사진

Yutaka Ogawa ： 일본 Kansai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

C. V. Van Hasselt ： 홍콩 Chinese 의과대학 외과 교수

김   응 ：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박윤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주임교수

  2. 강의

1)   Laser therapy for hemangioma and nevi : Comparative studies of Dye, Argon, Ruby and CO₂ 

lasers in the clinical applications ………………………………………………………………  Yutaka Ogawa

2)    Copper vapor laser in the treatment of superficial vascular and pigmented lesions  

in the Asian skin ………………………………………………………………………………   C. V. Van Hasselt

3) 레이저의 생의학에의 응용 …………………………………………………………………………………… 김   응

4) 피부과 영역에서 레이저 이용의 장래 ……………………………………………………………………  박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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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광의학 심포지엄 (1990년)

 ■ 제2회 광의학 심포지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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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nternational Course on Phototherapy and Phototest

제1회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 연수교육

1991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 7개국

으로부터 8명의 피부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Ewa Chlebus, M.D. (Poland)

Zhang Chun Ling, M.D. (China)

D. Vella Briffa, M.D. (Malta)

Tahir Saeed Haroon, M.D. (Pakistan)

Irene Horkay, M.D. (Hungary)

Aim Toivgoogiin, M.D. (Mongolia)

Peter Osusky, M.D. (Czechoslovakia) 

Riza A. Sheikh, M.D. (Pakistan)

  2. 강사진

박 윤 기 (주임교수)

윤 문 수 (연구강사)

임 성 빈 (연구강사)

한 승 경 (조교수)

정 기 양 (연구강사) 

김 수 민 (연구강사)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광생물학의 원리

2) 광화학의 원리

3) 광선치료

4) 인공자외선 광원

5) 다양한 피부질환에서의 광선치료

6) 광측정기

7) 광선검사 및 광첩포검사

8) 자외선과 멜라닌 세포

9) 레이저 치료

10) 자외선과 랑게르한스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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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International Course on Phototherapy and Phototest

제2회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 연수교육

19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동유럽과 아시아지역 5개

국으로부터 5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참가자 

Joseph Mathew, M.D. (Hungary) 

Elzbieta Joanna Jasiel, M.D. (Poland) 

Andrey Andreevich Vinnikov, M.D. (Russia)

Jesusa Barcelona Tan, M.D. (Philippines)

Tiotam Towarpuai, M.D. (Papua New Guinea)

  2. 강사진

박 윤 기 (주임교수) 

임 성 빈 (연구강사)

최 용 섭 (전 공 의)

한 승 경 (조교수)

김 수 민 (연구강사)

 

정 기 양 (연구강사)

유      욱 (연구강사)

  3. Lecture and laboratory schedule

1) 광생물학의 원리

2) 광화학의 원리

3) 광선치료

4) 인공자외선 광원

5) 다양한 피부질환에서의 광선치료

6) 광측정기

7) 광선검사 및 광첩포검사

8) 자외선과 멜라닌세포

9) 레이저 치료

10) 자외선과 랑게르한스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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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 연수교육 (1991년)

 ■ 제2회 광선치료 및 광선검사 연수교육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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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피부과 집담회
Youngdong Severance Monthly Seminars

주관 :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세브란스병원이 최상위 의료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고 강남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시도가 

영동피부과 집담회 (Youngdong Severance Monthly Seminars) 개최였다. 강남지역의 발전과 함께 많은 피부

과 의원이 강남지역에 생김에 따라 영동세브란스병원(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강남지역 피부과 개원의를 위

한 학술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순천향병원, 강남성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의 피부과가 돌아가

면서 전공의 교육 위주의 피부과 집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1991년에 방동식 교수가 박한성 선생, 김덕

현 선생, 고인이 되신 최동섭 선생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강남지역 피부과 집담회’를 결성하였고, 1991년 5월 

29일 첫 모임을 가졌다. 집담회 회장에는 박한성 선생, 총무에는 한충섭 선생이 맡아서 수고했다. 1991년에 5회

의 모임을 시작으로 1993년에는 매월 모임을 가졌으며, 1993년 9월부터는 ‘영동피부과 집담회’로 개칭하고 월 2

회씩 특강과 증례를 번갈아 개최하였다. 

집담회를 통해 지역 의사들이 다양한 질환정보와 최신치료법을 공유함으로써, 영동피부과 집담회는 개원의 평생 

의학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세미회 회원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강남지역 개원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화하였으며 강남지역 피부과 의사들의 학문과 임상 지식의 교류 및 친목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중요한 모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지는 못했다.

■ 영동피부과 집담회 학술활동

일     시 주     제 연     자

1991. 05 .29 증례보고: Lichen planus외 3예

1991. 06. 21 증례보고: Tufted angioma외 3예

1991. 09. 18 증례보고: Scrofuloderma외 4예

1991. 10. 25 증례보고: Epidermodysplasia verruciformis외 3예

1991. 11. 27 증례보고: Kaposi’s sarcoma외 3예

1992. 05. 28 증례보고: Kawasaki’s disease외 2예

1992. 08. 21 증례보고: Xanthoma with type Ⅲ hypercholesterolemia외 2예

1992. 11. 22 증례보고: Argyria외 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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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     제 연     자

1993. 02. 26 A primer on cosmetics for dermatologist 

Hair transplantation

이은소 교수 (아주의대) 

이인준 교수 (연세의대)

1993. 03. 26 증례보고: Lymphomatoid papulosis외 2예

1993. 04. 30 증례보고: Urticaria pigmentosa외 2예

1993. 09. 17 증례보고: Bullous pemphigoid외 4예

1993. 10. 22 영유아에서의 수포성질환 김수찬 교수 (연세의대)

1993. 11. 26 최근 피부미용의 흐름 김봉인 교수 (수원여전)

1993. 12. 10 증례보고: Circumcision 후 발생한 sclerotic fibroma외 4예

1993. 12. 24 전립선염 마상렬 교수  

(연세의대 비뇨기과)

1994. 03. 11 증례보고: Generalized milia외 3예

1994. 03. 25 Cosmetic dermatologic surgery 황규광 교수 (이화의대)

1994. 04. 22 증례보고: Degos disease외 5예

1994. 05. 13 증례보고: Subcutaneous T cell lymphoma외 3예

1994. 05. 27 원형탈모증의 치료 이원수 교수 (원주의대)

1994. 06. 10 증례보고: Subacute cutaneous lupus erythematosus외 3예

1994. 06. 24 특강 강원형 교수 (아주의대)

1994. 07. 15 증례보고: Solitary mastocytosis외 3예

1994. 08. 16 몽골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장성남 교수 (연세의대)

1994. 09. 23 각질화이상 유전피부질환의 산전진단 김동건 교수 (연세의대)

1994. 10. 28 증례보고: Glycolic acid peeling외 1예

1994. 11. 11 피부노화의 평가방법 오칠환 교수 (고려의대)

1994. 11. 25 증례보고: Pustular psoriasis외 3예

1994. 12. 09 화장품의 사용법 및 기초 김진준 박사  

(럭키화장품연구소)

1995. 03. 10 증례보고: Epidermolysis bullosa acquisita외 2예

1995. 03. 27 하지의 염증성질환 조광현 교수 (서울의대)

1995. 04. 24 화학박피후 피부의 형태학적 변화 이일주 교수 (연세의대)

1995. 05. 22 흥미있는 피부증례 토론 고재경 교수 (울산의대)

1995. 06. 12 증례보고: Kimura’s disease외 3예

1995. 06. 26 Make-up 방법 및 과정 백명순 (MBC방송문화원강사, 

특수분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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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     제 연     자

1995. 07. 10 증례보고: Desmoplastic trichoepithelioma외 12예

1995. 09. 11 증례보고: Nodular fasciitis외 3예

1995. 09. 25 흥미있는 피부증례 이창우 교수 (한양의대)

1995. 10. 23 접촉성 피부염 김형옥 교수 (가톨릭의대)

1995. 11. 13 증례보고: Hailey-Hailey disease외 2예 

1995. 12. 11 CO2 laser를 이용한 피부과 질환의 치료 남인환 원장 (대전세브란스)

1996. 03. 04 증례보고: Lymphomatoid papulosis외 2예 

1996. 03. 18 단일모 및 모속이식술 최영철 원장 (도고의원)

1996. 04. 08 증례보고: LMDF외 3예

1996. 05. 13 증례보고: Staphylococcal scaled skin syndrome외 3예

1996. 05. 27 증례보고: Recalcitrant wart의 레이저 치료외 2예 

1996. 06. 24 About nail 강승주 원장 (노원병원)

1996. 07. 08 성인형 아토피피부염 김정원 교수 (가톨릭의대)

1996. 09. 16 백반증의 임상과 치료 한승경 교수 (연세의대)

1996. 09. 30 증례보고: Spitz nevus외 3예 

1996. 10. 14 증례보고: Incontinentia pigmenti외 2예

1996. 10. 25 탈모증의 치료 은희철 교수 (서울의대)

1996. 11. 11 증례보고: Pemphigus foliaceus외 3예

1996. 11. 25 미용피부질환과 레이저 치료 신학철 원장 (신학철 피부과)

1996. 12. 09 스리랑카, 몽골 선교진료 보고 김동건, 이한승 (연세의대)

1998. 02. 23

1998. 03. 09

증례보고

Rosacea의 최근 치료 경향

조흔정 전공의 (연세의대)

최응호 교수 (연세원주의대)

2000. 02. 28 Osmidrosis의 치료 계영철 교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2000. 03. 13 Glycolic acid peeling 이동원 교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2000. 03. 27 최신 피부관리의 동향 김봉인 교수 (수원여자대학 

보건학부 학부장)

2000. 04. 10 대머리 치료의 최신지견 이원수 교수 (연세원주의대)

2000. 05. 08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최신지견 변대규 교수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2000. 05. 22 광선치료의 최신지견 한승경 원장  

(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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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     제 연     자

2000. 06. 12 Laser skin resurfacing in Asian 

(Acne scar, wrinkle 중심으로)

김진왕 원장  

(김진왕 성형외과의원)

2001. 03. 12 Rheumatic disease의 피부소견 (증례중심) 이창우 교수 (한양의대)

2001. 03. 26 Linoleic acid를 이용한 기미치료 이무형 교수 (경희의대)

2001. 04. 09 흥미로운 증례보고 김유찬 교수 (단국의대)

2001. 05. 14 남성형 탈모증의 진단과 치료 심우영 교수 (경희의대)

2001. 05. 28 Sclerotherapy of leg veins 김영걸 교수 (S&U 피부과)

2001. 06. 11 Cutaneous surgery in outpatient clinic 박향준 교수

2001. 06. 25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인체 피부의 색깔 변화,  

박피 깊이 및 조직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진왕 원장  

(김진왕 성형외과의원)

2001. 09. 24 광의학 한승경 원장  

(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2001. 10. 08 약진 이애영 교수 (을지의대)

2001. 10. 22 기능성 화장품 황규왕 교수 (순천향의대)

2001. 11. 12 혈관종의 레이저 치료 고우석 원장 (드림피부과)

2001. 11. 26 New developments in dermatosurgery 정기양 교수 (연세의대)

2002. 03. 04 개원의를 위한 광선치료 이주흥 교수 (성균관의대)

2002. 03. 18 구강궤양의 감별진단 이은소 교수 (아주의대)

2002. 04. 08 원형탈모증의 치료 최광성 교수 (인하의대)

2002. 05. 06 피부과 영역에서 능동적인 시각적 활용에 필요한 조언  

(디지탈 영상자료의 획득, 관리 및 재현과정)

송해준 교수 (고려의대)

2002. 10. 21 모발이식술 유재학 교수 (성균관의대)

2002. 11. 18 흥미로운 증례보고 김유찬 교수 (단국의대)

2003. 03. 17 Pattern of pigmentation 임성빈 원장  

(강남 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2003. 04. 21 Rosacea의 치료 김방순 원장 (SNU Clinic)

2003. 05. 19 레이저의 물리학 이해 유정환 원장

2003. 06. 16 Oral cavity disease 장성은 교수 (서울아산병원)

2003. 09. 15 개원의로서 여드름 흉터의 치료 장성남 원장 (노바피부과)

2003. 11. 17 초음파와 표피 장벽 조남준 과장 (일산병원)

2004. 04. 19 국소 피판술 - 원리와 적용 문상은 교수  

(서울대학교 시립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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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국제베체트병 학술대회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Istanbul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1983년 11월 10일 국내 최초로 피부과(이성낙, 방동식), 안과(김홍복), 이비인후과(홍원표)를 중심으로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이 세브란스병원에 개설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의사 훌루시 베체트가 초대과

장으로 근무한 이스탄불대학 피부과학교실과 함께 1991년부터 매 2년 간격으로 한국-터키 간의 국제베체트병

학회를 개최하여 두 기관 간 베체트병에 관한 활발한 의학정보 교류를 진행하였다. 

1995년부터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이성낙, 이은소, 손성향)이 개설되어 본 교실의 

특수클리닉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한국-터키간의 국제베체트병학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두 대학 연

구팀의 학술활동은 2000년에 제9차 국제베체트병학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최된 한국-터키 국제베체트병학회 개최시기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Name of Meeting Date Place

The 1st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July 11, 1991 Istanbul, Turkey

The 2nd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October 14, 1993 Suwon, Korea

The 3rd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September 4, 1995 Istanbul, Turkey

The 4th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October 10, 1997 Kyongju, Korea

The 5th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September 6, 1999 Ankara,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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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July 11, 1991
Istanbul, Turkey 

1. Behçet’s disease in Korea
  --- D. Bang, S. Lee, HB Kim, WP Hong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The importance of standard prick depth in skin pathergy test in Behçet’s disease
  --- A. lscimen, S. Serdaroglu, Y. Tuzin (Department of Dermatology, Cerrahpasa Faculty 

of Medicine, lstanbul University)

3. Serum sialic acid levels in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 I.T. TUTKUN, M. Urgancioglu, N. Gozum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4. Low dose cyclosporine therapy in Behçet’s disease
  --- S. Bayraktar, M. Urgancioglu, N. Gozum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5. Paroxysmal dysarthria-ataxia in a patient with neuro-Behçet’s disease
  --- G. Akman  (Department of Neur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6.   Spontaneous dissection of 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with spinal SAH in a 
patient with Behçet’s disease

  --- S. Bahar, O. Coban, H. Gurvit, G. Akman, A. Gokyigit

(Department of Neur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7. A new kind of skin lesion in Behçet’s disease-Extragenital ulcerations
  --- J. Tok, G. Azizlerli, G. Ozarmagan, C. Ovul, R. Sarica. S.O. Mustafa

(Department of Dermat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8. Familial cases in Behçet’s disease
  --- J. Tok, G. Azizlerli, R.Sarica, C. Ovul, T. Sabanoglu, O. Tulimat, H. Oth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Istanbul Faculty of Medicine, Istanb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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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October 14, 1993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won, Korea 

Opening Remarks  ---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1. Short life story of Dr. Hulusi Behçet  --- T. Saylan

2. History of Behçet’s disease in Korea  --- S. Lee

3. Clinical studies on pathergy test in Turkey  --- G. Ozarmagan

4. Practical drug treatment of Behçet’s disease  --- C. Mat

5. The etiological role of streptococcal antigen in Behçet’s disease  --- F. Kaneko

6. Unusual cases of Behçet’s disease  --- D. Bang

1) Case 1. A case of Behçet’s disease showing pyoderma gangrenosum-like lesion.

2) Case 2. A case of Behçet’s disease showing an abnormal scrotal mass.

3)     Case 3. Steroid pulse therapy in a patient with neuro-Behçet’s developed during 

pregnancy.

7. EM-like skin lesions in Behçet’s disease  --- D. Bang

8. Detection of HSV DNA by PCR in saliva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 ES Lee

9. Detection of HSV DNA in EN-like skin lesions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 ES Lee

Closing Remarks  --- Turkan Saylan (Istanbul Universit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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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September 4, 1995
Istanbul University, Merkez Bina Doktora Salonu, Istanbul, Turkey 

Opening Remarks
Bulent Berkarda (Istanbul University, Turkey)       

Turkan Saylan (Istanbul University, Turkey)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Hasan Yazici (Istanbul University, Turkey)

SessionⅠ
Chairpersons;

Turkan Saylan (Istanbul University, Turkey) 

Fumio Kaneko (Fukushima University, Japan)

1. Review of diagnostic criteria of Behçet’s disease
          Sungnack Lee, Dongsik Bang, Eun-So Lee

2.   Epidemiology and recent immunological research trends of Behçet’s in 
Japan

          Fumio Kaneko, Hitoshi Akiba, Yasuyuki Kikkawa

3.   Streptococcal antigens and role of cytokines in pathogenesis of Behçet’s 
disease

          Fumio Kaneko, Hitoshi Akiba, Noritaka Oyama, Yasuyuki Kikkawa

4. Is Behçet’s disease an autoimmune disorder?
          Hasan Yazici

5. Gastrointestinal involvement in Behçet’s syndrome: a controlled study
            Sebahattin Yurdakul, Nukhet Tuzuner, lbrahim Yurdakul, Vedat Hamuryudan,  

Hasan Yazici

6. Wound healing in Behçet’s syndrome
            Cem Mat, Marina Nazarbaghi, Yalcin Tuzun, Vedat Hamuryudan, Nail Hizli, 

Sebahattin Yurdakul, Yilmaz Ozyazgan, Hasan Yaz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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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Chairpersons;

Hasan Yazici (Istanbul University, Turkey)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1.   Ultrastructural changes of cultured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HDMEC) after treating with the sera of Behçet’s disease 
patients

            Dongsik Bang, Kwang Hoon Lee, Un Sun Choi, Hyun Joo Choi, Eun-So Lee, 

Sungnack Lee

2.   Herpes simplex virus detection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in intestinal 
ulcer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Eun-So Lee, Sungnack Lee, Dongsik Bang, Seonghyang Sohn, Chanil Park, 

Kyibeom Lee

3. Behçet’s disease-like, symptom induced by herpes simplex virus ICR mice
          Seonghyang Sohn, En-So Lee, Dongsik Bang, Sungnack Lee

4.      B cell epitope mapping of 65kDa HSP in Behçet’s disease
            Direskeneli H, Hasan A, Shinnick T, Mizushima Y, Van der Zee, Fortune F, Stanford 

MR, Lehner T

5.   Expression of MHC-Class II molecules on neutrophils obtained from patient 
with Behçet’s disease

          Sukran Sahin, Tevfik Akoglu, Haner Direskeneli, Hasan Yazici

Closing Remarks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Hasan Yazici (Istanbul Univercit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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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October 10, 1997
Hilton Hotel, Kyongju, Korea 

Opening Remarks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Aysel Gurler (Ankara University, Turkey) 

    Jae Bok J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Session Ⅰ
Chairpersons;

     Jae Bok Jun (Kyun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Fumio Kaneko (Fukushima University, Japan)

1. Clinical observation of 3,000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Aysel Gurler

2. Recurrent aphthous ulcer and Behçet’s disease
          Dongsik Bang

3. Behçet’s syndrome in children; a report of 72 patients
          Sebahattin Yurdakul

4. HLA distribution in Korean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Young Mo Kang

5. Vascular Behçet’s disease
          Eun-So Lee

6. Gastrointestinal involvement of Behçet’s disease
         Eun Jung Nam

7. Results of PCR to detect HSV DNA from various lesions of Behçet’s disease
         Seonghyang S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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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Chairpersons;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Cem Mat (Istanbul University, Turkey)

1. Clinical features of 6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showing ANCA positive
          Kyeong Han Yoon

2. Level of serum elastase-α1-antitrypsin in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Jae Bok Jun

3. Study on the circulating Ab in the sera of Behçet’s disease using HDMEC
          Kwang Hoon Lee

4. Androgen receptor density in scrotal skin of Behçet’s syndrome
          Cem Mat

5.   Is cromolyn gel 4%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genital ulcers of Behçet’s 
syndrome?

          Cem Mat

6.   Thalidomide in Behçet’s syndrome: a randomized and placebo controlled 
trial

           Vedat Hamuryudan

7.   Minocycline effects in the clinical symptoms in Behçet’s disease affected by 
streptococcal infection

          Fumio Kaneko

Closing Remarks
          Jae Bok J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Cem Mat (Istanbul Universit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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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September 6, 1999
Ankara University, Ibni Sina Hospital, Ankara, Turkey 

Opening Remarks
Gunal Akbay (Ankara University, Turkey), Nusret Aras (Ankara University, Turkey),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Aysel Gurler (Ankara University, Turkey)

Session Ⅰ
Chairpersons;

 Sungnac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Turkan Saylan (Istanbul University, Turkey)

1. Behçet’s disease or Behçet’s syndrome
            Lee S

2. Dermatologic manifestations of Behçet’s disease
            Bang D, Lee E-S, Lee S

3. Clinical manifestations of Behçet’s disease
            Lee S, Lee E-S, Bang D, Jun JB

4.   Behçet’s disease and pregnancy: A retrospective analysi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Uzun S, Memisoglu HR

5.   Behçet’s disease prevalence study over 10-year age in park health care 
center

             Idil A, Gurler A, Boyvat A, Caliskan D, Ozdemir O, Isik A, Tuncbilek A, Kocyigit P, 

Calikoglu E

6. The prevalence of lower intestinal involvement of Behçet’s disease
            Kang YM, Kim GW, Bae HI, Kim NS, Jun JB

7. Neuro-Behçet’s disease
           Selcuki D, Aydin N, Togay C

8. Subclinical cerebral involvement in Behçet’s disease: A SPECT study
           Avci O, Kutluay E, Arfon M, Erdem S, Gune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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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elicobacter pylori and Behçet’s disease
           Avci O, Ellidokuz E, Simsek I, Buyukgebiz B, Gunes AT

Session Ⅱ
Chairpersons;

     Hasan Yazici (Istanbul University, Turkey), Aysel Gurler (Ankara University, Turkey)

1.   Expression changes of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s may be influenced 
by cytokines produced by IgM anti-endothelial cell antibodies in sera of 
Behçet’s disease patients

            Lee KH, Cho HJ, Lee S, Bang D

2.   Th1 and Th2 cytokines regulat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Behçet’s 
disease induced by herpes simplex virus inoculation in mouse model.

            Sohn S, Lee SI, Lee E-S, Kwon HJ, Bang D, Lee S

3. Changes of nitric oxide levels in Behçet’s disease
            Sancak B, Onder M, Oztas MO, Bukan N, Gurer MA

4.    The response to the intradermal injection of monosodium urate in Behçet’s 
syndrome (BS) and its comparison to pathergy test

            Fresko I, Ozsoy Y, Mat C, Melikoglu M, Tunc R, Yurdakul S, Hamuryudan V, Yazici H

5.   Myeloperoxidase activity of neutrophils exposed to monosodium urate in 
Behçet’s disease

            Melikoglu M, Ozbakir F, Hekim C, Hekim N, Fresko I, Tunc R, Yazici H

6. Factor analysis in Behçet’s syndrome
              Tunc R, Keyman M, Melikoglu M, Fresko I, Hamuryudan V, Yurdakul S, Mat C, 

Ozyazgan Y, Yazici H

7.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ehçet patients’ relatives: A comparative study
            Okyauz Uh

8. Long term effects of interferon alpha-2a treatment in Behçet’s disease
            Boyvat A, Solak C, Gurler A

9. A good therapy modality for pulmonary arterial aneurysm in Behçet’s disease
             Acican T, Gurkan OU, Kaya A, Oner F, Demir G, Cobanl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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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학술대회 초록 표지           ■ 제3차 학술대회 초록 표지

 ■   The 2nd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   The 3rd Korea-Turkey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   The 4th Turkey-Korea Joint Meeting of Behçet’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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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피부과학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장소 : 서울 힐튼호텔

The First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제1차 서울 국제 피부과학 심포지엄

1993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 국

제 피부과학 심포지엄이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피부과학교실과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주관하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장: 박윤기 

교수, Jouni Uitto 교수). 본 심포지엄은 영

어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으로써 국내에

서는 단일 교실 단위로 개최된 국제규모의 

학회로서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동·

서양의 최신의학을 교환하는 학문적 의미 

외에도 국내외 학자들이 학술적 우의를 다

지는 친교의 의미와 함께 열렸다.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의 Jouni Uitto 교수와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Eugene A. 

Bauer 교수가 각각 “기저막대의 분자생물학” 및 “워너증후군과 노화현상간의 발생기전 측면에서 분자생물학

적 연구”에 대하여, 광의학 분야에서는 독일 듀셀돌프 의과대학의 Erhard Holzle 교수가 “광피부질환의 진단

과 치료”에 대하여, 그 외에 “요독증에서의 소양증 치료”에 대하여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고영재 교수 등이 

특강을 하였고, 피부과학의 최신지견, 광생물학, 피부외과학 및 레이저치료 등의 4개 분야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집중적인 토론을 하였으며, 증례 발표시간에는 국내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제출한 진단이 어려운 10증

례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개원의를 위한 특강이 마련되어 개원의들의 참여도가 다른 학회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기초와 임상이 적절히 안배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The 1st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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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ING COMMITTEE

 

President Yoon-Kee Park (Korea)
Jouni Uitto (USA)

Secretary Dongsik Bang (Korea)
Lawrence C. Parish (USA)

Treasurer Soo-Chan Kim (Korea)
Young C. Kauh (USA)

Scientific Programme Kwang Hoon Lee (Korea)
Lawrence C. Parish (USA)

Publications Seung Kyung Hann (Korea)
Ik Byung Haam (Korea)

Social Programme Seung Hun Lee (Korea)
Wook Lew (Korea)
In Joon Lee (Korea)

Exhibition Sungbin Im (Korea)
Nam Joon Cho (Korea)

Registration Kee-Yang Chung (Korea)
Eileen O'Shaughnessy (USA)
Son Won Byeon (Korea)

Advisory Committee Tae Ha Woo 
Soo Nam Kim 
Dong Sup Choi
Chang Jo Koh 
Doo Hwan Kim 
Young-Keun Kim

Yoon Pyo Hong 
Hong II Kook 
Seong Un Kim 
Ki Bum Myung 
Joong Gie Kim 
Chong Ki Kim

Tae Yun Yoo 
Jung Bock Lee 
Duck Hyun Kim 
Han Sung Park 
Ji Ho Kim

Guest Faculty Mohamed Amer 
Gerard Durupt 
Young C. Kauh 
Young Pio Kim 
Sungnack Lee 
Hidemi Nakagawa 
Jouni Uitto

Eugene A. Bauer 
Erhard Holzle 
Chung Won Kim 
Gary P. Lask O. Male
Lawrence C. Parish
Milton W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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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 OF LECTURES

Jouni Uitto ·Molecular genetics of cutaneous basement membrane zone

Young C. Kauh ·Uremic pruritus and ketotifen

Erhard Holzle
·Photodermatoses
·Solar urticaria

김  정  원 ·Some aspects of allergic and immunologic view in atopic dermatitis

Mohamed Amer ·Scabies, what is new in management?

은  희  철 ·Keratinocytes culture system: Can it replace an irritancy test in vivo?

허  충  림
·Expression of HLA-DR and ICAM-1 on cultured human kerationcytes and their 

influence on in vitro alloimmune responses

박  석  돈 ·Vibrio vulnificus septicemia : Clinical and epidemiologic features

이  창  우
·  Some environment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somorphic skin lesions in 

immunologic disorders

Eugene A. Bauer
·Werner’s syndrome : Are the molecular events representative of mechanisms 

involved in normal aging?

김  영  표 ·Physiology and biochemistry of the aging skin?

이  성  낙 ·Update in Behçet’s disease

Lawrence C. 
Parish

·The origin of syphilis and the Liania Myth Soft tissue augmentation : collagen 
injections

이  정  복 ·Detection of Treponema pallidum in syphilitic lesions

윤  재  일
·  Influence of ultraviolet A on scheduled and unscheduled DNA synthesis by 

ultraviolet B

심  상  철 ·Photochemistry of skin-sensitizing psoralens

김  상  태 ·Reactive oxygen species in photodermatology

김  영  근 ·Skin color and erythema response in Korean adults

Gerald Durupt ·What dermatologists should know

O. Male ·Novel dosage regimen in the treatment of dermatomycosis

Gary P. Lask
·Update on dermatologic surgery 
·Update on lasers in dermatology

서  재  일 ·Skin graft and flap

강  진  수 ·Chemical peelings in various dermatosis

Hidemi Nakagawa ·Q-switched ruby laser

이  태  권 ·Experience with flash lamp excited dye laser treatment of portwin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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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제2차 서울 국제 피부과학 심포지엄

1995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서울 국제 피부과학 심포지엄이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장: 박윤기 교수, Jouni Uitto 교수).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의 Uitto 교수가 ‘기저막대의 분자생물학: 수

포성 박리증의 예견’에 대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윤기 교수가 ‘백반증의 병인과 치료’에 대하여, 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의 Young C. Kauh 교수가 ‘기미, 새로운 접근’에 대해, 일본 Hirosaki 대학의 Isao 

Hashimoto 교수가 ‘수포성 박리증의 임상 스펙트럼’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그 외 9예의 증례발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피부과에서의 화장품, 최신 약물학과 치료학, 피부외과학 및 레이저 치료에 대

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총 36명(국외 21명, 국내 15명)의 초청연자들이 특별강연, 심포지엄, 임상의를 

위한 강연 등의 분야별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The 2nd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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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ING COMMITTEE

President Yoon-Kee Park (Korea) 
Jouni Uitto (USA)

Secretary Seung Hun Lee (Korea) 
Dong-Kun Kim (Korea) 
Lawrence C. Parish (USA)

Treasurer Kwang Hoon Lee (Korea) 
Seung Kyung Hann (Korea) 
Young C. Kauh (USA)

Scientific Programme Soo-Chan Kim (Korea) 
Sung Koo Ahn (Korea) 
Yong C. Kauh (Korea)

Publications Min-Geol Lee (Korea) 
Wook Lew (Korea)

Social Programme Dongsik Bang (Korea)
In Joon Lee (Korea) 
Kyung-Deuk Park (Korea)

Exhibition Seung Kyung Hann (Korea) 
Sung Whan Cho (Korea)

Registration Dong-Kun Kim (Korea)
Il-Joo Lee (Korea)
Eileen O'Shaughnessy (USA)

Advisory Committee Tae Ha Woo
Yong-Lae Kim
Jae-Hong Kim 
Hong-Il Kook
Jung-Bock Lee 
Chong-Ki Kim 
Duch-Hyun Kim 
Ki-Bum Myung 
Joong-Gie Kim 
Young-Keun Kim 

Yoon Pyo Hong
Ho-Suk Sung
Sungnack Lee
Wook-Hwa Park
Dong-Sup Choi
Chang-Jo Koh
Han-Sung Park
Doo-Hwan Kim
Ji-Ho Kim
Won-Hyoung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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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 OF LECTURES

Jouni Uitto ·Molecular genetics of the cutaneous basement membrane zone
·Perspectives on epidermolysis bullosa
·  DNA-based prenatal and preimplantation diagnosis of 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

박  윤  기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vitiligo

Young C. Kauh ·Melasma, its new approach

Hashimoto ·Clinical spectrum and some topics of heritable epidermolysis bullosa

Sadao Imamura ·Epitope mapping for epidermolysis bullosa acquisita patients sera

John A McGrath ·  Inherited forms of epidermolysis bullosa : A spectrum of clinical, 
ultrastructural and molecular abnormalities

이  창  우 ·Epidermolysis bullosa acquisita: A clinical overview

Hiroshi Shimizu ·Localization of autoantigens in autoimmune bullous skin diseases

노  주  영 ·Pemphigus vulgaris Ag (PVA : desmoglein 3): Its role in adhesion

김  수  찬 ·Newly defined autoimmune blistering disease

Joseph S. Gonella ·Issues in medical education : A perspective from the USA 

John Hawk ·Idiopathic photodermatoses 
·PUVA therapy

Lawrence C. Parish ·Tropical dermatology : Curious aspects of unusual bacterial infections
·Clarithromycin-world-experience

김  진  우 ·Minor clinical features in Korean atopic dermatitis

이  승  철 ·Gen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keratohyalin

조  광  현 ·Erythema induratum of Bazin

전  재  복 ·Epidemiology and clinical findings zoophilic fungal infection in Korea

이  광  훈 ·Role of adhesion molecules in cutaneous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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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Paul L. Marty ·Cosmetic activity : myths and realities

김  종  일 ·Techniques of skin bioengineering

김  형  옥 ·Topical bioactive materials in cosmetics

Larry E. Millikan ·Implant therapy 1995

임  철  완 ·Treatment of alopecia areata

Mohammed Amer ·Topical steroids: What is new?

Goh ·Control of STD/HIV infections in commercial sex workers in Singapore

Gary Lask ·Laser treatment of skin cancer
·Laser resurfacing and laser hair transplantation

Eric Bernstein ·Alpha hydroxyacids and glycolic acid peels
·Pulsed-Lasers and their applications present and future

김  정  철 ·  Hair follicle regeneration after horizontal resectioning: Implication for hair 
transplantation

김  중  기 ·The Q-switched Nd:YAG laser treatment of Ota’s nevus

이  인  주 ·  Flash lamp-pumped pulsed dye laser treatment of capillary malformation and 
other vascular lesions

Mindy G. Shuster ·Skin and soft tissues infections caused by invasive group A streptococci :  
The "flesh-eating bacteria"

Joseph L. Pace ·Medical history of Malta

Y. Alyssa Kim ·Challenging cases in Mohs micrographic surgery

Benvenuto Giannotti: ·Cyclosporin A in dermatology

Alain Mauviel ·Differential regulation of type I and type VII collagen gene expression by 
cytokines: Potential for the treatment of dystrophic forms of epidermolysis 
bull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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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1996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Dermatology : Tropical, Geographic and Ecologi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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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체보호막연구소 

후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체보호막연구소

1. 연구소 설립목적 및 세브란스 피부과의 역할 

우리 몸을 외부의 자극에서 방어하는 첫 보호막은 피부와 여러 장기의 점막이다. 현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

러한 보호막에 손상을 주는 공해, 알레르기, 스트레스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체보호막에 대한 손상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체보호막의 치료 및 손상 예방을 위한 기초와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체보호막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활

동, 국제적 학술활동 및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였다. 인체보호막연구소는 설립 이래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

하여 아토피피부염 및 인체보호막에 대한 최신지견과 연구방향 및 중개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강남세

브란스병원 피부과에서는 이승헌 교수가 2008년 초대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2012년까지 연구소 운영에 헌신

을 다하였으며 피부과의 주도 하에 피부장벽 이상질환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해왔다.

 연구소 내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 사업에는 피부보호막을 비롯하여 호흡기, 소화기, 소아의 인체보호막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교육 및 훈련 사업에는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의 개최 및 피부장벽 이

상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천식과 알레르기 연수강좌의 개최, 소화 운동관 심포지엄 및 소아 천식과 알레르기, 

소화 운동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외국 유수 대학 및 기업과의 학문교류 및 기타 

학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체보호막에 대한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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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 구성

다양한 임상과와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피부과를 비롯한 인체보호막과 연관된 임상과에서 운영위원회와 

상임연구원 그리고 학교 외의 각 전문분야의 객원연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소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

연구소 직책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임명년도

소장

연구부장

학술교육부장

사무부장

연구차장

학술연구차장

이승헌

김규언

안철민

김경수

김수찬

김형중

의대/피부과학

의대/소아청소년학

의대/내과학

의대/이비인후과학

의대/피부과학

의대/내과학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상임연구원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임명년도

김규언

안철민

김경수

김수찬

김형중

성공제

박효진

박민수

장윤수

김경원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내과

안과

내과

소아과

내과

소아과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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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일시 : 2008년 2월 23일 (토)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주제 : 인체 상피 장벽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개회사 이승헌 연구소장

Calcium and skin barrier 좌장 : 김수찬 교수

연세대학교 피부과 이승헌 교수

The role of inflam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rritable bowel 

syndrome

연세대학교 내과 박효진 교수

Special Lecture 좌장 : 김형중 교수

New therapeutic strategies in bronchial asthma 전북대학교 내과 이용철 교수

좌장 : 김규언 교수

The nose as the first line barrier of respiratory system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김경수 교수

Blood-retinal barrier in diabetic retinopathy 연세대학교 안과 변석호 교수

Intestinal mucosal barrier in food allergy 연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경원 교수

제2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일시: 2008년 8월 12일 (화)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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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일시 : 2009년 6월 19일 (금)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주제 : 인체 상피 장벽에서 tight junction과 protease의 역할 

등록 및 개회사 이승헌 연구소장

좌 장 : 김규언 교수

Altered protease signalling in the gut 연세대학교 내과 박효진 교수

Biochem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llergens 연세대학교 환경생물학과 정경용 박사

New target for treatment of allergy : protease activity 차의과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지혜미 교수

좌 장 : 김수찬 교수

TRPV-5 and 6 in skin barrier 연세대학교 피부과 김현정 강사

Cutaneous antimicrobial barrier 건양대학교 피부과 홍승필 교수

좌 장 : 김형중 교수

Role of lipid raft in NSCLC 연세대학교 내과 김형중 교수

PAR-2 in skin barrier 연세대학교 피부과 이상은 강사

PAR-2 inhibitor in skin diseases 네오팜 연구소 정세규 박사

좌 장 : 김경수 교수

Rhinovirus infection induced alteration of tight junctional and 

adherens junctional proteins in human nasal epithelial cells

울산대학교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

Effect of yellow sand on nasal mucosal barrier 가천대학교 이비인후과 김선태 교수

좌 장 : 이승헌 교수

[특강] 중개연구의 활성화 및 대규모 국가 과제수행을 위한 전략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방광균 교수/

학술진흥재단 자연과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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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일시 : 2009년 10월 21일 (수)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개회사 이승헌 연구소장

How to ask and answer questions in English at an international 

meeting

연세대학교 피부과 김현정 강사

Special Lecture 1

Trends in barrier research: Is there more to barrier than RuO₄? Gopinathan K. Menon, Ph.D.

Session 1

pH and skin barrier 연세대학교 피부과 김현정 강사

PAR-2 and skin barrier 연세대학교 피부과 이상은 강사

Differential roles of MC1R and MC5R in the human immortalized 

sebocyte biology in the presence of α-MSH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김지민 박사

Session 2

Tight junction and skin barrier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백지훈 박사

Penetration pathway of metallic nanoparticles in normal and 

abnormal mouse skin

을지대학교 최기주 박사

Effects of PAR-2 antagonist on skin barrier function 네오팜 CRID center 정세규 박사

Special Lecture 2

Percutaneous delivery of therapeutic biomolecules using novel 

protein transduction domain (PTD)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상규 교수

 ■ 제4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단체사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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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인체보호막연구소 심포지엄

일시 : 2010년 1월 27일 (수)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개회사 연구소장 이승헌

Intestinal mucosal barrier in food allergy 연세대학교 소아과 김경원 교수

Skin and pH 연세대학교 피부과 김현정 강사

Allergen/microorganism and calcium signaling 연세대학교 구강생물학과 신동민 교수

Chitinase-like protein and TH2 inflammation 연세대학교 소아과 손명현 교수

[특강] 연구과제 신청-성과관리와 산학협력단의 역할 연세대학교 이재용 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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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은 안면부의 해부학 구조에 대한 이론 강의와 카데바를 이

용한 안면해부 실습을 통하여 안면부 해부학을 쉽게 이해하고, 임상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침습적인 시술을 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2년 4월 22일에 세미회원과 피부과 교실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매년 개최되

고 있는 학술행사이다. 2013년도에는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달성을 기념하여 1,000례 기념 심포지엄을 함

께 개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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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일시 : 2012년 4월 22일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1. 강사진

이혜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정기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2. 식순

1. 특강: 보톡스와 필러 시술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안면부의 해부학적인 구조              이혜연 교수

2. 카데바 실습                           정기양 교수

 ■ 정기양 교수 외 안면해부 실습장면

 ■ 이혜연 교수 강의  ■ 이혜연 교수 외 안면해부 실습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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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일시 : 2013년 6월 28-29일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1. 강사진

이혜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정기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노미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오병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남경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간호사

Lawrence M. Field, MD, FIACS, HFASDS: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교수

  2. 식순

안면 해부학 강의 및 실습 : Anatomy of face / prosection demo     정기양 교수

Superficial head and neck anatomy                  이혜연 교수

Regional anatomy of eyelid and surgical principles   노미령 교수

The nose : 피부과 의사에게 필요한 코 해부학            오병호 교수

Instrumentation for cutaneous surgery                      남경애 간호사

Techniques for fat transfer   정기양 교수

Reconstruction and flaps 실습 강의        정기양 교수

How to use these lines to design surgical reconstructions Dr. Lawrence M. Field

Flaps 실습 / surgical skills and tips 실습 Dr. Lawrence M.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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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일시 : 2014년 6월 27-28일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1. 강사진

정기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석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송기훈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노미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오병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김희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피부과학교실 교수

배정민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도영 :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피부과학교실 교수

봉하욱 : 봉피부과성형외과 봉하욱 원장 

남경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코디네이터

  2. 식순

1. Basic course

A. Basic surgical anatomy of the head and neck   노미령 교수

B. 보톡스/필러 시술을 위한 해부   오병호 교수

2. Flap & reconstruction 

A. Incision & suture       송기훈 교수

B. Forehead & temple     김희수 교수

C. The principle of local skin flaps   이도영 교수

D. Lower face    배정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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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anced course & transconjunctival lower lid blepharoplasty

A. Suture technique    정기양 교수

B. Amputation and node biopsy    이석종 교수

C. Transconjunctival lower lid blepharoplasty               봉하욱 원장 

D. Transconjunctival lower lid blepharoplasty live              봉하욱 원장

 ■ 제3회 안면해부 워크샵 수료 후 단체사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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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안면해부 워크샵 

일시 : 2016년 6월 25-26일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1. 강사진

정기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이혜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송기훈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남경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코디네이터

김희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승규 : 구월오라클피부과 원장

  2. 식순

1.  Basic course

A.  Basic surgical anatomy of the head and neck (I)   정기양 주임교수

B.  Basic surgical anatomy of the head and neck (II)            이혜연 교수

2.  Reconstruction of skin defects

A. Incision & suture    송기훈 교수

B. Principles of local skin flaps   김희수 교수

3.  Miscellaneous

A. Blepharoplasty    이승규 원장

 ■ 제4회 안면해부 워크샵 수료 후 단체사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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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13년 6월 29일 (토)

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장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는 2000년 7월 첫 모즈미세도식수술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피부종양에 대한 피부외과

적 수술과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병리과를 비롯한 여러 임상과의 도움으로 2013년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를 달성하는 뜻 깊은 성과를 이루었다. 서구권 국가에 비하여 피부암의 유병률이 낮고 기초연구가 부족하며, 모

즈미세도식수술에 대한 이해와 시행이 비교적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과는 더욱 의

미가 있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6월 29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 심

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학술행사에서는 피부외과 분야의 국내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모즈미세도식수술에 

대한 수술적 고찰 및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피부외과적 결손부위의 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Dr. Mohs의 제자이자 현대 피부외과의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Lawrence M. Field 교수를 모시고, 모즈미세도식수술과 피부외과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 강사진

김훈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송기훈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김수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김희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강사

박병철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배정민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김일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허창훈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허창훈 교수

노미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박향준 : 중앙보훈병원 피부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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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유동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박    건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지범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오병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정기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Lawrence M. Field, MD, FIACS, HFASDS: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교수

  2. 식순

1. 한국 피부암의 현재와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의의

A. 국내 피부암의 현황  [진단과 치료]   김훈수 교수

B.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역사와 방법   송기훈 교수

C. 모즈미세도식수술의 병리학적 고찰   김수희 교수

D.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의 분석   김희수 강사

2. 질환에 따른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적용

A.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서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적용   박병철 교수

B. 유방외파제트병과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서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적용  배정민 교수 

C. 악성 흑색종에서 모즈미세도식수술의 적용   김일환 교수

D. 토론

3. Memories   Dr. Lawrence M. Field

4. 교육강연_피부결손부위의 치료방법 Ⅰ

A. 피판술의 종류와 원리    허창훈 교수

B. 코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적 기본원칙   노미령 교수

C. 안와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적 기본원칙   박향준 과장

D. 뺨과 귓바퀴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적 기본원칙   이원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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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강연_피부결손부위의 치료방법 II

A. 큰 피부결손의 재건    유동수 교수

B. 피부이식의 기초    박   건 교수

C. 모즈미세도식수술 후의 피부결손 재건 : 전남대의 경험   이지범 교수

D. 상처치유와 드레싱    오병호 교수

E. 토론

6.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회

A. 감사의 말씀 및 “피부외과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정기양 교수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기념회 단체사진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 강의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모즈미세도식수술 1,000례에서 
축하 받는 정기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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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The 30-Year Anniversary Symposium of Department of Dermatology,   
Gangnam Severance Hospital 

일시 :  2013년 8월 31일 (토)

주관 :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장소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

2013년 8월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강남 피부과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선생님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큰 도약을 기약하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유익

한 강연을 마련하였다. 일본 구르메 대학 하시모토 교수 (수포성질환의 새로운 분류), 오사카 대학 타마이 교수 (골

수 줄기세포와 피부), 김유찬 교수 (색소성 질환), 이인준 원장 (모발이식), 노미령 교수 (흑색종), 김현정 선생 (아토

피 피부염), 최유리 선생 (천포창의 치료) 등이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적인 강연시간을 진행하였다. 

개회사 김수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

1부

Adjuvant rituximab treatment in pemphigus 최유리 강사 (연세의대) 

좌장: 윤문수 교수 (차의과대학)

Differential diagnoses of pigmentary disorders 김유찬 교수 (아주의대) 

좌장: 방동식 교수 (연세의대)

Review of nonsurgical treatments in hair loss 이인준 원장 (노바피부과) 

좌장: 김유찬 교수 (아주의대)

Patient oriented therapy for atopic dermatitis 김현정 과장 (서울의료원) 

좌장: 이승헌 교수 (연세의대)

Genetic alterations among Korean melanoma patients with the 

evidence of tumor heterogenity and evolution

노미령 교수 (연세의대) 

좌장: 정기양 교수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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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Identification of novel autoantigens and new classification in 

autoimmune bullous diseases

Takashi Hashimoto (Kurume University, 

Japan) 

좌장: 김수찬 교수 (연세의대)

Cross talk betwee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and 

the skin

Katsuto Tamai (Osaka University, 

Japan) 

좌장: 이민걸 교수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단체사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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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질환연구소 심포지엄
Recent Developments in Atopic Dermatitis 

일시 : 2015년 2월 14일 (토)

주관 : 연세의대 면역질환연구소, 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선천면역조절연구단

장소 :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후원 :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만성 난치성 질환인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최신 지식의 습득과 교류를 위하여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포

항공과대학교의 Charles Surh 교수 및 면역학의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면역학자들을 모

시고 아토피피부염 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5,000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적 경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여 국내 피부면역학계의 학문적 발전 및 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연세의대 이광훈 교수가 본 모임의 개최자로서 강연회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강사진

최응호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김현정 : 서울의료원 피부과/아토피 천식센터 과장

천종식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김혜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조교수

박창욱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조교수

Charles Surh : POSTECH, IBS, AIM 교수

박중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편복양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남동호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학교실 교수

서주영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교수

이광훈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노주영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서성준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박미영 :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팀장

김규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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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순

Focused Session 1 : Dysfunction of Skin Barrier in Atopic Dermatitis 

Skin barrier defect in atopic dermatitis   최응호 교수

The strategy for barrier recovery in atopic dermatitis   김현정 과장

Application of microbiome technology in atopic dermatitis   천종식 교수

Special Lecture 1

Innate lymphoid cells in allergic disease    김혜영 교수

New immunologic approaches for pathomechanism   박창욱 교수

in atopic dermatitis: NKT, CRH, TRM, and live imaging         

Invited Lecture

Regulation of food allergy by commensal microbiota       Charles Surh 교수

Focused Session 2 : Allergen in Atopic Dermatitis

Aeroallergens in atopic dermatitis                        박중원 교수

Pediatric atopic dermatitis and food allergy               편복양 교수

Allergen-specific immunotherapy for atopic dermatitis      남동호 교수

Special Lecture 2

Oxygen-dependent regulatory T cell function    서주영 교수

Clinical diversity of atopic dermatitis : Based on    이광훈 교수

more than 5000 patients in Severance Hospital Dermatology Clinic  

Focused Session 3 :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Treatment guideline for atopic dermatitis    노주영 교수

Topical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서성준 교수

TRPV1 antagonist can suppress the atopic dermatitis-like    박미영 팀장

symptoms by acceleration skin barrier recovery   

Systemic treatment of severe atopic dermatitis        김규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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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의대 면역질환연구소 심포지엄 단체사진

 ■ 면역질환연구소에서 강의하는 Charles Surh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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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창기 동문모임과 세미회의 태동

교실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1970년대까지 이렇다 할 동문모임 활동이 없었고, 연말연시에 

교실의 웃어른을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자리에서 서로 우의를 다지는 정도의 동문 모임이 이

어져왔다. 당시만 해도 비뇨기과를 제외한 교실 출신의 순수 피부과 의사가 많지 않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친목 모임은 평소에도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동문모임의 필

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70년대 후반기 들어 김영래, 김종선, 최용국, 최동섭, 조정구, 이정복 선생 등이 중심이 된 동문

모임이 몇 차례 이어져 오다가, 조정구 교수와 박한성 선생이 당시 주임교수를 맡고 있던 이성

낙 교수에게 학교 안과 밖을 두루 연결하는 동문모임 창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주임교수가 

뜻을 같이하여 모임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에 앰배서더호텔에서 이성낙, 조

정구, 국홍일, 이정복, 박윤기, 최동섭, 박한성 선생 등이 모여 친목동문모임을 만들 것을 합의하

였다. 그 후에 발기인 대회를 겸한 첫 모임을 신촌로타리에 있던 중국음식점 만다린에서 가지

고, 세브란스 피부과 동문모임의 명칭을 세브란스의 ‘세’자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자를 따서 

‘세미회’라고 정하게 되었다.

2. 세미회모임

세미회가 태동이 된 후 조정구 교수가 주축이 되어 신년에 2차례 모임을 가지다가, 학술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3년 7월 9일에 첫 모임을 새로 개원한 영동세브란스병원 (현 강남세브란

스병원) 피부과 (과장 조정구 교수)에서 가졌다. 이듬해 3월에 영동세브란스 피부과의 초대 과장

으로 재직 중이던 조정구 교수가 갑자기 작고하시게 되었는데, 세미회 이사회는 당시 세미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조정구 교수를 기리고자 그때 이후로 학술모임을 매년 영동세브란

스병원에서 가질 것을 결정하였다. 1984년 7월 9일에는 제2회 학술 모임을 가지고, 이어서 당시 

주임교수이던 이성낙 교수가 조정구 교수의 훌륭하신 인품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기증한 

고인의 흉판 제막식을 가졌다. 흉판은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에 보존되어 후학들에

게 교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학술모임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

고는 매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되어 2017년까지 35번의 모임을 가졌다. 소그룹으로 가지

던 신년모임을 전체모임으로 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여 1984년 3월 17일에는 처음으로 부부동반

의 세미회 신년모임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가졌다. 그 후 지금까지 매년 1, 2월 중에 세미

회 회원들이 서로 모여 새해인사를 겸한 만남의 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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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조정구 교수의 흉판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외래)

3. 역대 회장 및 감사

기 간 회 장 부회장 감 사

1983.    ~ 1990. 6 우태하

1990. 6 ~ 1994. 7 홍윤표 김영래, *박윤기 김종기, 최용국

1994. 7 ~ 1996. 6 김영래 박욱화, *박윤기 최동섭, 박한성

1996. 6 ~ 1998. 7 김영래 이성낙, *방동식 김덕현, 명기범

1998. 7 ~ 2000. 7 최동섭 고창조, *방동식 김지호, 황규광

2000. 7 ~ 2002. 7 고창조
김덕현,  김두한, 

전혜원, *방동식
이정수, 이원수

2002. 7 ~ 2004. 7 김덕현
박한성,  김두한, 

김홍직, *이승헌
이정수, 이해을

2004. 7 ~ 2006. 7 김홍직
 김중기, 김지호,

*이승헌, 한신원
권오진, 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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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회 장 부회장 감 사

2006. 7 ~ 2008. 7 김중기 *이광훈, 강진수,이은소 한승경, 홍경태

2008. 7 ~ 2010. 7 강진수 *이광훈, 장경훈, 이은소 김동건, 남인환

2010. 7 ~ 2012. 7 장경훈 김동건, *이민걸 박성현, 남인환

2012. 7 ~ 2014. 7 김동건 *이민걸, 최현주 박성현, 조성환

2014. 7 ~ 2017. 2 한승경 김태현, *정기양, 최현주 이호정

2017. 2 ~ 현재 김동건 김태현, *정기양, 최현주 이호정

* 당연직 : 주임교수

4. 역대 임원진

기 간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문서이사

1983 ~ 조정구 - - -

1984 ~ 박윤기 김덕현 고창조 -

1990 ~ 김성운 방동식 김지호 -

1994 ~ 고창조 이승헌 강진수 김동건

1996 ~ 박한성 이광훈 박희용 김동건

1998 ~ 박희용 이광훈 홍경태 김동건

2000 ~ 한충섭 김수찬 고영진 정기양

2002 ~ 김동건 이민걸 고영진 조남준

2004 ~ 김형일 유욱 박성현 정기양

2006 ~ 황선영 최응호 곽    호 정기양

2008 ~ 송민석 이주희 박상훈 김유찬

2010 ~ 강진문 오상호 위성호

2012 ~ 강진문 오상호 강동승 여성이사 최유진

2014 ~ 위성호 김도영 김   산 김동현

2017 ~ 위성호 김도영 김   산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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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미회 소식지 발간

새로 1994년에 회장을 맡은 김영래 선생은 강진수 재무이사의 발의로 회원들에게 서로 간의 소식을 전하고 최

신의학지견을 알리고자 ‘세미회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소식’과 아울러 최근의 피부과 관련 저널

을 요약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학문적 정보제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96년 11월에

는 ‘세미회지’로 개정 창간하여 8-10면으로 지면을 늘려 발간하였다. 세미회지는 2-3개월을 주기로 발간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최신 의학 논문 등을 소개하는 ‘학술마당’, 학회 및 연수 후기, 회원 개인의 취미 등을 소개하는 

‘개인 기고’, 회원들의 각종 보직 선임 소식 및 개원 소식, 경조사, 전문의 합격 소식 등을 담은 ‘세미회 게시판’, 

‘집담회 일정 공고’ 등을 담았으며 2001년 5월 제21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을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피부과학 교

실에서 교실 소식지를 발간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6. 세미회활동

세미회에서는 동문들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모교의 발전과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열리고 있는 오긍선 기념 강연회시 초청연사를 모시

고, 이사진 및 세미회원들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SIDS (Seoul International Dermatology Symposium)

의 개최와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1,460만원을 모금하여 교실에 기증, 국제학술회의가 원만히 개최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실에서 주체하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교수들의 해

외연수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2011년부터는 교실발전 기금의 형

식으로 각 세미회원들이 각자 교실 발전을 위해 모금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교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17년

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교실을 위해 전공의 및 강사들의 연구와 연수 그리고 교육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금에 많

은 세미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추계학회시의 동문모임을 가지고 있으

며, 세미회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간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수련시기나 수련병원이 비슷한 회원으

로 구성된 막토회, 세련회, 세영회, 원주스킨즈와 같은 세미회 산하모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7. 현황

세미회는 이제 정회원 283명과 준회원 22명의 커다란 친목단체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실내외의 동문들

이 하나가 되어 학문적으로는 국내 피부과학을 선도함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피부과학교실로의 도약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할 것이고, 회원 서로간에는 같은 길을 가는 한 가족으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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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세미회 학술모임 (1983. 7. 9)

 ■ 제2회 세미회 학술모임 (198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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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세미회 학술모임 (1985. 6. 15) 

 ■ 제4회 세미회 학술모임 (198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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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미회 학술모임

회 일 시 특 강 및 연 제 발표자

1 1983. 7. 9

간암을 동반한 점상 수장 족저 각화증의 4예 전수일

Ixodes species에 의한 Tick bite 고창조

13-cis retinoic acid treatment of acne 황경희

New serologic test of syphilis (19S-IgM-FTA-ABS) 이민걸

New trend of antifungal agent 진홍상

2 1984. 7. 7

DNCB의 치료요법 전수일

Specific desensitizing vaccination 김홍직

자외선 치료 요법 김덕현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의 치료 이정복

Acne의 전신 치료 요법 이성낙

Acne의 국소 치료 요법 국홍일

3 1985. 6. 15
Vitiligo의 치료

오진하기 쉬운 피부질환-증례 12례 명기범

4 1986. 6. 21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강원형

조갑진균증에서 요소 연고를 이용한 발조술 김홍직

기미의 치료 명기범

자외선 요법 박윤기

벤졸 퍼옥사이드와 여드름 치료 이성낙

5 1987. 7. 4

냉동요법 정기양

Argon laser를 이용한 피부질환의 치료 고창조

피부과 영역에서의 topical corticosteroid 최혜민

건선의 광화학 요법에 관한 최신지견 박윤기

6 1988. 6. 25
Athlete’s foot에 있어서 fungus와 bacteria의 상호작용 명기범

피부질환의 최신치료법 고영재

7 1989. 6. 17

Chemical peeling 이성낙

Chemical peeling 강진수

Carbon dioxide laser 최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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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 시 특 강 및 연 제 발표자

8 1990. 6. 23

Epidermal graft를 이용한 백반증의 치료 조무연

Antithrombotic treatment in livedo vasculitis and Buerger’s 

disease
김영근

9 1991. 6. 29

Fundamental Physics and Future Application of Laser in 

Cutaneous Disease
정중현

Fundamental Physics of Laser 고창조

Argon Laser Treatment 남인환

CO₂ Laser Treatment 이태권

Comparison between Argon Laser and Pulsed Dye Laser 최혜민

Clinical Experience of Pulsed Dye Laser Treatment & Future 

application of Laser
임성빈

10 1992. 7. 11

Introduction of dermatologic surgery 황규광

Characteristics of epidermal barrier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이승헌

Review of the 18th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정기양

11 1993. 7. 10

백반증 환자에서 홉입수포를 이용한 표피이식술 임성빈

안면부의 색소성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적 고찰 강원형

개원가에서의 Laser 치료의 응용 남인환

12 1994. 7. 9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건 사례 보고 김영근

항진균제 사용의 최신지견 이광훈

13 1995. 6. 24

랑게르한스 세포 생물학 이민걸

유전 피부질환의 산전진단 김동건

백반증의 면역학 한승경

임상증례 : Griseofulvin과 Terbinafin의 복합치료에 호전반응을 보인 

만성 전신성 체부 백선 1예 외 4예

14 1996. 6. 15
경피증과 일형교원질 정기양

임상증례 : Livedo vasculitis에서 pentoxyphilline의 시험 1예 외 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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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 시 특 강 및 연 제 발표자

15 1997. 7. 12.

Hair Transplantation
이인준, 이유득

조성환

오진하기 쉬운 증례 문태기

임상 연구 1) Famvir in herpes zoster 이일주

임상 연구 2) Evoprim in atopic dermatitis 신항계

16 1998. 7. 4

피부 반흔의 수술적 치료 황규광

비유기질 색소를 이용한 레이져 모낭 제거술 최용섭

자가 지방 이식술 정기양

17 1999. 7. 10

여드름의 최신 치료법 　

1) 경구용 약제 최응호

2) 국소도포용 약제 이은소

3) 박피술 강진수

4) 드레싱 및 미용관리 이유득

18 2000. 6. 24 취소 　

19 2001. 6. 30

What’s new in dermatologic therapy 김유찬

Microdermabrasion-Parisian peel 곽호

의약분업 후 현 의료계의 상황과 향후대책 박한성

20 2002. 8. 31
지방흡입술 이종서

사각턱 치료를 위한 보톡스 주사 유정환

21 2003. 6. 28
현재까지의 결과

향후 세미회 학술대회의 방향 조남준

22 2004. 7. 10 건강과 트레킹 이성낙

23 2005. 7. 16
피부노화와 피부장벽(Aged Skin and Skin Barrier) 최응호

UCSF dermatosurgery and laser center 연수기 황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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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6. 7. 1

1부 (좌장: 김중기/김수찬) 　

여드름 흉터의 다양한 치료법 이유득

플라즈마 레이저 피부재생술 홍경태

G빔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로아큐탄 처방시 주의사항 장성남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장비를 이용한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의 치료 강진문

2부 (좌장: 강진수/이광훈) 　

부위별 최신 필러의 다양한 시술법 이남호

LED를 이용한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 전수일 

Dermotoxin의 기본 술기 위성호

25 2007. 6. 30

의료계가 나아갈 길 박한성

1부 (좌장: 김홍직/김수찬) 　

바뀐 의료광고법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판례를 중심으로 한형일

PDT (광역동치료)의 이론과 실제 　

1) 광역동 치료의 이론과 적용 김유찬 

2) 광역동 치료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 이상주

2부 (좌장: 강진수/이민걸) 　

총론: Fractional laser의 이론과 치료경험 전수일

각 기계별 특성 및 장단점 　

1) 모자익: 모자이크 레이저의 특징 및 장단점 이호정

2) 스타룩스: Lux 1540 (Fractional Er: Glass laser) 유정환 

3) 프락셀 제나: Fraxel II XENA 김영구

4) 셀라스: Understanding True Fractional Sellas 1550 문태기

5) 어펌: Affirm을 이용한 임상증례 성열오

6) Thermo Xel 유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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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 시 특 강 및 연 제 발표자

26 2008. 6. 28

1부 (좌장: 강진수/이은소) 　

각종 CO2 Fractional laser에 대한 각 판매사별 제원 및 특장점 소개 　

1) Mosaic eCO2 ㈜ 루트로닉

2) Fraxel re:pair ㈜ 케어이즈

3) Exelo2 에이엠 T&C

4) Ultra pulse encore ㈜ 원익

5) Smart Xide ㈜메디트로닉스

중간휴식: 스폰서 강의 (Novartis) (좌장: 김두한) 　

아토피 피부염에서 국소용 면역조절제의 사용 이광훈

2부 (좌장: 전수일/정기양) 　

기초강의: Fractional laser에 대한 총론 남인환

Fractional laser의 치료경험 　

1) Fraxel re:pair 이근수

2) Mosaic eCO2 홍경태

3) Exelo2 김태현

4) Ultra pulse encore 강진문

5) Smart Xide 황규광

27 2009. 7. 11

1부: New medical treatment for skin disease 　

What’s new in topical therapy for psoriasis? 이민걸

New indication of topical calcineurin inhibitors 최광성

Clinical efficacy of Nadixa Ⓡ cream in acne patients 이주희

2부: Other new adjuvant therapeutics in dermatology 　

Photodynamic therapy for inflammatory skin diseases 김유찬

Adjuvant therapy for male & female type alopecia 이세원

Laser update in dermatology 이상주

Lipolysis therapy using phosphatidyl choline 위성호

3부 　

제22차 세계피부과학술대회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소개 김수찬

미국 NIH 연수 성과 및 경험 발표 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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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0. 6. 26

1부: New therapeutics in dermatology 　

Photodynamic therapy for verruca treatment 김동현

Update in vitiligo treatment 오상호

Dutasteride for androgenetic alopecia 조성빈

2부: New lasers & fillers 　

GentleMAX: Clinical application 유정환

Revlite 김영구

INTRAcel (Fractional radiofrequency microneedle) 이세원

Hyaluronic acid filler 위성호

29 2011. 6. 25

1부 　

세브란스병원 흉터 클리닉 임상연구 결과 이주희

Various dermatologic approaches with AccusculptⓇ 노미령

2부: Panel Discussion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좌장: 강진문)

진상현

패널(남인환, 

이유득, 최광성

색소성 질환의 치료 (좌장: 홍경태)

강동승

패널(김홍직, 

장경훈,이호정

30 2012. 6. 30

1부 　

건선치료의 최신 동향 김도영

피부결손과 손상에 대한 외과적 치료 오병호

2부 : Facial rejuvenation - 주름 치료에 대한 모든 것 　

Introduction 위성호

Thermage와 초음파 치료 김태형

Thread 치료 정영춘

고주파 치료 이호정

보톡스와 필러 강동승

패널 토의

　

　

위성호, 김태현,

정영춘, 이호정

강동승

　 2012. 12. 1 세미회 문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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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 시 특 강 및 연 제 발표자

31

2013. 7. 6

수련기간으로 돌아간 photomeeting의 기억 노미령

피부과와 화장품 박하나

병원의 모토에 맞게 병원세팅과 내부마케팅 해보기 안봉균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국소 비타민 D 제제의 효과 김도영

　 2013. 10. 26
세미회 문화강좌: 정다운 우리 옛 그림 - 풍성한 스토리, 다양한 

비유, 기묘한 상징
손철주

32 2014. 6. 21

New paradigm of treatment in cosmetic pigmentary disorders 홍경태

Barbed thread lifting 이남호

광선각화증 치료의 최신지견 이상은

33 2015. 7. 18
Melanocyte stem cells: potential therapeutics in skin disorders 이주희

미용레이저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구본철

34 2016. 7. 16

아토피피부염에서 피부 T세포의 역할 박창욱

필러, 톡신 시술을 위한 필수 임상해부학 김현조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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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회 신년모임 (1994년)

 ■ 세미회 신년모임 및 기부자 명단 제막식 (2012년)

 ■ 세미회 신년모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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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년모임

일 시 장 소 특 강 연 자

1984. 03. 17 여의도사학회관 (보헤미안) 　 　

1985. 02. 09 여의도사학회관 (보헤미안) 　 　

1986. 02. 22 여의도사학회관 (보헤미안) 　 　

1987. 02. 14 여의도사학회관 (보헤미안) ‘말’에 대하여 황금찬 시인

1988. 06. 25 전경련회관 난초홀 ‘네팔의 성문화’에 대하여

이근후 교수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신과)

1989. 01. 28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한국말의 어원과 일본말에 미친 

영향
최승렬 시인

1990. 02. 03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난초룸 　 　

1991. 02. 02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난초룸 　 　

1992. 01. 18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1993. 02. 20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1994. 01. 29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루비룸 화장품의 역사 전환길

1995. 02. 25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루비룸 세계화와 한국인의 의식
송도균이사

(서울방송)

1996. 01. 20 리츠칼튼호텔 　
김일순 의료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97. 01. 18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사고의 개발과 가정교육
이성호교수(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1998. 02. 07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중연회장

미래환경에 적응하는 혁신적 

사고

김기영 교수

(연세대학교 대외부총장)

1999. 01. 23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노벨상과 문화적인 배경
김용운 교수

(한양대 수학과)

2000.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2001. 02. 03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김영수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2002. 02. 02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비바체룸
　 　

2003. 01. 25 　 　 　

2004. 02. 14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기조와 

방향

김계동 교수

(연세대 국가정보대학원)

2005. 02. 05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로즈룸
삶 속의 문학 유안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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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특 강 연 자

2006. 02. 11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

층 로즈룸
증권으로 돈버는 방법

이윤학 외 2명 (우리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2007. 02. 24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한국 미술의 이해

정명희 관장                

(선화기독교미술관장)

2008. 01. 19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중연회장

New trend and paradigm of 

healthcare

박인출 (대한네트워크 

병의원협의회장)

새정부에 임하는 의료인의 자세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회장)

2009. 02. 14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특별공연 매직쇼
김청 교수(동아인재 

대학교 마술학과)

2010. 02. 06 르네상스 서울 호텔 문화 유산을 보는 눈 유홍준

2011. 02. 12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층 

로터스홀

21세기 대한민국의 꿈

　

박세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2. 02. 11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층 

로터스홀
아트스피치

김미경 강사

(아트스피치 연구원장)

2013. 02. 02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사진과 여행 홍경태 원장

2014. 02. 08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비우고 다시 채우기 위한 여정 남인환 원장

2015. 02. 07
오리옥스 코엑스점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

세계미술사 속에서 조선초상화를 

본다

이성낙 교수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2016. 02. 13
골든튤립 엠 호텔 서울

(중구 북창동 남대문로 5길 15)
한국의 시대좌표와 미래구상

김기정 교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2017. 02. 04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중연회장 현봉학 선생 동상 건립의 의의 한승경 원장

 ■ 낚시대회 단체사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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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대회 단체사진 (2005년)

 ■ 세미회 골프대회 (2014년)

 ■ 세미회 송년모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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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토회

소개글

 박  상  훈

막토회는 1992년 홍경태 선생을 중심으로 윤문수, 황선영, 지혜구, 함익병, 심우철 선생 등이 

개업 후 진료하며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 모임이 시작되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의국 활동을 함께 하였던 30-40대 연배의 개원 세미회 회원들이 서로의 고충을 나누

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게 되어 막토회로 명칭 하였으며 1992년 이후 현재까지 8월 여름휴가와 1월 구정연휴를 제

외하고 연 10회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SNS나 인터넷,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개원의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의 장이 있

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교류의 기회가 적었기에 선배, 동료 동문들과 자주 긴밀하게 만나면서 같

이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업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 (병원 개업 장소, 계약, 인테리어, 약품 및 레이저 등 장비구입, 

간호사, 관리사 구인, 보건소 신고, 차트 및 청구작업)과 진료하며 부딪히는 문제들 (환자 불만

사항 해결, 인사관리, 의료 관련업자, 지역 관할 보건소, 경찰서, 세무 업무)을 같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병원 일로 인한 한 달 동안의 고단함과 스트레스, 고충을 풀어가며 돈독한 우의를 다지

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원들끼리 서로의 경조사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개업 시 물

심양면으로 서로 도와주고 각자 병원에서 순번제로 레이저 및 최신미용치료 술기 등 자신만의 

특별한 시술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막토회 내 등산모임을 조직하여 여유 있을 때 근교산행을 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안내로 대전 유성온천 (조성환 선생), 여수 오동도 (황선영 선생), 순천만, 지리산 (김양안 선생)

등 전국의 맛집과 유명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원 부부 모임으로 예술의 전당 공연 

관람, 압구정동 씨네드쉐프 영화감상, 와인 테이스팅 등의 문화활동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23명으로 처음 모임 당시에는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세미회 회원들의 모임이었

으나 지금은 어느덧 세미회의 허리를 넘어서는 중견 모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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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원명단

김영구, 김영기, 박상훈, 박성현, 박희원, 봉하욱, 송민석, 심우철, 양동순, 유철호, 윤문수, 이유득, 이인준, 이호

정, 임성빈, 장성남, 조무연, 조성환, 최용섭, 한승경, 홍경태, 홍창의, 황선영

역대 임원진

연  도 회  장 총  무

1992 ~ 홍경태 지혜구

1995 ~ 홍경태 박성현

1998 ~ 홍경태 박상훈

2000 ~ 조무연 박상훈

2002 ~ 윤문수 박상훈

2004 ~ 박희원 장성남

2006 ~ 양동순 장성남

2008 ~ 박성현 장성남

2010 ~ 유철호 이호정

2012 ~ 심우철 봉하욱

2014 ~ 김영기 김영구

2016 ~ 황선영 김영구

  2. 세련회

소개글

 정  태  석

세련회는 2000년 전문의를 취득한 동기 모임에서부터 출발하여 비슷한 시기에 의국 생활을 했던 위, 아래 연차

들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지만 초기에는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들끼리 

자주 얼굴을 보자는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었고, 그 후 단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매달 셋째 주 주말에 모여 공

부를 하는 모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1대 회장이셨던 이호정 선생님만 2년 연임으로 회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나이 순으로 회장직을 맡아 1년씩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배출되는 후배들 중에서 가입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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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후배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현재는 회원수가 8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세련회가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세브란스연구회라는 타이틀답게 매달 모여서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

운 일이 아님에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전과 달리 개원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서

로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배들의 좋은 취지로 모임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취지가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해결해주고자 물심양면 노력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까마득한 선배임

에도 잘 믿고 따라 준 후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큰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세련회 들어오면 좋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이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설립 취지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세련회 모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석인원

은 4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필러/보톡스 등의 라이브 강의와 1:1 핸즈온 같은 강의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 여

러 롤 모델이 될 만한 선배님들과 주변의 다른 개원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으며, 비단 우리 

모교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선생님들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피부과적인 공부 이외에도 가족들간의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취미 활동이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재테크 강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이고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본

인들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이 많아서 다른 강의와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

게 식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자유롭게 토론과 친목 모임을 가진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2차 모임을 가지곤 합

니다.

종종 다른 대학교 출신의 선생님들께서 세련회를 방문하실 때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매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것도 공부를 하는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우는 모습과 진심으로 선후배가 아

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다같이 떠나는 제주도 여행도 저희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라 하겠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지만 골프, 낚시, 등산, 관광 등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서 알찬 친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련회가 생긴 지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으

로,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지금의 세련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련회도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진 개원환경에서 실질적

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앞으로 개원가에 나오는 후배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외적으로는 세브란스 피부과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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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고 있는 세련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는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들

이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똑똑하고 훌륭한 후배들이 더 많이 나와서 후배들이 선배들

을 이끌어 주는 조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세련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역대 임원진

연  도 회  장

2002 ~ 2003 이호정

2004 강진문

2005 김영구

2006 유정환

2007 김태현

2008 이남호

2009 이상주

2010 송지섭

2011 이   훈

2012 정한길

2013 진상현

2014 강윤철

2015 정태석

2016 강동승

 ■ 세련회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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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영회

소개글

 장  성  남

세영회는 강남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수련의를 마친 동문들과 의국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강남세

브란스 피부과 의국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금까지 배출된 피부과 전문의는 2017년 현재 총 4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국원으로는 7명이 있어서, 세영회 전체숫자는 52명입니다.

대부분의 모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멤버 숫자가 늘어나면 결속력이 느슨해지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세영회는 독특하게도 끈끈한 결속력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초창기부터 강남세브란스 피부과를 지키면서 스승

의 자리에 있어주신 이승헌, 김수찬 교수님의 공로가 가장 컸습니다. 강남세브란스에서 배출된 45명의 피부과 

전문의 중 이 두 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이 두 분께서 강남세브란스 피부과에 

계속 계신 것이 고맙습니다.

세영회가 지금까지 가족 같은 결속력을 유지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1,2,3,4기 초창기 선배이신 윤문수, 홍

경태, 황선영, 박희원, 김유찬 선생님의 헌신적인 후배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매년 의국원들과 친선행사를 해왔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비용을 대가면서 의국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후배들이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취업

현장에 나올 때면 취직과 개업에 관해 마치 본인의 일인 양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던 분들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아마도 이 선배님들에게 도움과 대접을 받지 않은 후배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

 ■ 세련회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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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세영회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가족같이 친교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으

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영회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홍경태 선생님과 윤문수 선생님에 관해서는 아무리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 두 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영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외 선후배들의 세영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의 세영회를 있게 했습니다. 

세영회의 태동은 강남세브란스 의국 출신들과 의국원들이 자주 친선모임을 가지던 중, 1993년 홍경태 선생님께

서 정식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기 회장으로는 

홍경태 선생님이 5년 동안 회장직을 맡으면서 모임의 기틀을 잡았고, 그 뒤를 이어서 윤문수, 황선영, 박희원, 김

유찬, 최은선, 이인준, 조남준 선생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을 도와서 실무적인 일을 해온 총무직은 박

상훈, 이인준, 장성남, 홍창의, 김영구, 이훈, 황성원, 김산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세영회 멤버가 현재 33기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는 1년 단위로 회장직과 총무직이 의국 배출순서대로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영회는 매년 봄에 전체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년 모일 때마다 일정액을 모금해서 강남세브란스 피부과 

교실과 후배 의국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세영회에서는 강남세브란스 피부과 의국 개설 시 필

요한 집기장만과 후배들의 연구 및 면학을 위해 필요한 부족한 저널구입부터 시작해서 멀티뷰 현미경 구입까지 

의국 선배들이 틈틈이 모금활동을 해서 의국을 지원해왔고, 2013년 30주년을 맞이해서는 세영회 멤버들이 모

두 참여해서 발전기금으로 7천만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영회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역대 임원진

연  도 회  장 총  무

1993 ~ 1997 홍경태 박상훈

1998 ~ 2008 윤문수 이인준

2009 ~ 2010 황선영 장성남

2011 ~ 2012 박희원 홍창의

2013 김유찬 김영구

2014 최은선 이    훈

2015 이인준 황성원

2016 조남준 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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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주스킨즈

소개글

 허   원

원주스킨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의국 동문회의 공식 명칭입니다.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친목 모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4년부터 매년 2명씩 정회원들이 나오며 규모가 커지자 

운영을 체계화해서 효율적으로 회원간의 교류를 관리하고 교실과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장경

훈 동문께서 정식으로 모임의 이름을 만들 것을 제안하셨고 교실에 재직중인 최응호 동문의 아이디어로 ‘원주

스킨즈’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스킨즈는 2017년 현재 52명의 정회원들과 7명의 전공의 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8년 교실 창립 50

주년을 앞두고 38년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에 뿌리를 둔 정통성 있고 내실 있는 모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회원은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주를 이루며 52명중 교직에 5명 (원주의대, 순천향대, 단국대 및 신촌, 원주 전

임의), 개원의 35명, 봉직 및 해외 거주 10명이고 개원의들은 서울 경기권에 24명, 교실이 속한 강원권에 5명과 

제주, 부산, 대전, 충주, 제천에서 각자 속한 지역의사회의 피부과 의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연 1회 정기총회 모임 이외에도 골프, 등산, 스키 모임을 통해서 친목뿐 아니라 선후배, 동기, 수련중인 

전공의들과 인생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함께하며 신뢰와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의대동문회, 피부과학회, 지역의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 중인데 현재 고영

진 동문께서는 서울 송파구 의사회 회장을, 심우철 동문께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 중입니다. 또한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산하의 세미회, 막토회, 세련회 모임에서도 원주 스킨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개원의로 진료에 매진하면서도 학문적인 노력으로 연구 업적을 쌓고 축적된 임상경험을 학회나 

교육현장에서 강의하고 발표하기도 하여 화장품학, 임상미용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회원들도 있고 예체능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회원들도 있으며 봉사활동, 세계사 탐구, 문예 창작 등을 통해 의료 이외의 

분야에서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은 2015년 11월 7일에 외래진료 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는데 원주스

킨즈 회원들은 교실을 방문하여 새롭게 단장한 외래 진료실, 처치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교실에서 ‘VISION 2028’을 선포한 후 모금한 기부금뿐 아니라 이전부터 교실의 발전을 위

해 참여했던 모든 기부자들의 이름을 기린 ‘명예의 벽’이라는 의미의 ‘Wall of Fame’에 대한 명판 제막식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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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스킨즈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교실과 회원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특히 

장경훈 선배님의 교실과 의국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동문께서는 의국의 대선배이자 존경 받는 의료인으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단지 경

제적인 여유만으로는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물심양면의 지원과 후배사랑의 실천으로 원주스킨

즈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원주스킨즈를 소개하며 장경

훈 동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주스킨즈에서는 회비뿐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전공의들의 해외학회 참관과 해외 연수를 지원

하고 교실 운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원주스킨즈 회원들에게 피부과학의 최신 지식

과 학문적인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교실 연보와 함께 원주스킨즈 소식지

를 발간하여 일 년간의 행사와 회원들의 동정, 교실의 교육, 논문, 연구 활동 등을 알려주고 있

습니다.

회원들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이 바로 원주스킨즈의 모습이고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수련 환경을 제공해 준 교실에 감사하고 나날이 발전하며 대한민국 피부과

학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는 교실의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농익는 성숙한 의국으로 선후배간에 돈독한 관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교실과 회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BEST’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원주스킨즈를 애

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임원진

연    도 회  장 총  무 재  무

2000 ~ 2003 장경훈 심우철 정   준 

2004 ~ 2005 백승언 허   원 이인욱

2006 ~ 2009 고영진 이형순 안형진

2010 ~ 2011 박성현 이범주 이세원

2012 ~ 2013 심우철 원진형 이상훈

2014 ~ 2015 최영식 정   준 천승현

2016 ~ 허   원 김태현 오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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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스킨즈 골프대회 단체사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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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美會 會則
1982. 1. 개정

1985. 2. 9. 개정

1990. 6. 23. 개정

1995. 6. 24. 개정

1999. 7. 10. 개정

2005. 7. 16. 개정

2010. 6. 26.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세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본부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돈독과 상호 협조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연세원주의

대의 피부과학교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연세원주의대 피부과학교실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원주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교수직으로 재직하였던 자, 수련을 받은 

자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목

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나.   준회원은 본 피부과에서 수련중이거나 본교 졸업생으로 타 대학 피부과에서 수련중인 자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호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5명 이내

상임이사 : 4명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문서이사)

이사 : 15~20명

무임소이사 : 2~3명

세 미 회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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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각 상임이사별로 1~2명

감사 : 2명

제6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 및 총 회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계획하고 임무를 담당한다.

4.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뢰된 중요안건을 토의 결정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한다.

제7조(임원의 선거)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되 중임도 할 수 있다.

가.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 혹은 부회장을 지내거나, 65세 이상으로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나.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 혹은 부회장을 지내거나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 부회장 중 1명은 교내에 두되 주임교수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라.  부회장 중 1명은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마. 전임 주임교수는 당연직 고문으로 선임한다.

제9조(총회) 총회는 년 1회 세미회 학술모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

집한다.

제10조(회비) 회원은 년회비 납입의 의무가 있다. 단 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며 3년 이상 회

비의 미납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참석인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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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  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명기범 동문은 1976~198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1980~1982년 서울시립병원 피부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이화의대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로 근무하며 동 대학 주임교수를 1997부터 2003년까지 역임하였다. 현재 건

양의대에서 피부과 과장,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피부과에서 연수하였

으며 여드름, 피부감염, 레이저, 냉동수술 분야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정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정현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1980~1983년 순

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순천향의대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로 2001년까지 근무하였다. 

2001년부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피츠버그대학 피부과에서 연수하였으며 관심 분야로 아토피피부

염, 피부알레르기, 소아 피부질환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최  종  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최종수 동문은 1980~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영남의대 교수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86년 미국 CDC 연수, 2007년 네덜란드 CBS 연수 후 현재까지 의진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한의진균학회 이사장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  성  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안성구 동문은 1987~199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1990~1991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1년부터 원주의대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UC San Francisco 피부과에서 연수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피부병리학

과 피부장벽학으로 건선, 백반증, 베체트병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윤  문  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윤문수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1992~1993년 울산대

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차의과학대학

교 피부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백반증, 건선이며 대한피부과학회 국제관계위원

회 위원, 대한피부과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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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소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1988~1990년 연세의대 피

부과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아주의대 피부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0~1992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국립암연구소 (NCI) 피부과에서 연수하였고 전문진료분

야는 베체트병, 건선, 여드름이며 특히 1994년 아주대병원 베체트병클리닉을 개설하여 베체트

병을 전문진료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여드름연구

회 홍보이사,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홍보이사, 국제베체트병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원  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원수 동문은 1986~1988년 세브란스병원 수련 후 1992년부터 원

주의대에 재직하여 현재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모발질환에 대한 진료 및 연구를 주전공으

로 하여 1996년~199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 교환임상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모발학

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활동으로 2014 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계모발학회 국제평의원, 국제모발학회지 아시아지역편집장, 모발관리화장품지 객원편집

장을 맡고 있다. 국제학회 학술상을 3회 수상하였으며 영문저서 3권이 있다.

김  수  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수민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연세의대에서 연구강사로 

근무 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부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Scripps Clinic 피부과에서 연수하였으며 소아 피부질환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최  응  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최응호 동문은 1989~1992년 원주의대 수련 후 원주의대에서 강사/

조교수/부교수/교수로 1995년부터 근무를 하였고, 2017년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미국 UC San Francisco 피부과 연수 후 현재 피부장벽 및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피부장벽학회 부회장, 대한피부연구학회와 대한아

토피피부염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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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유찬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2001~2004년 단국의대 피

부과 부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아주의대 피부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을 맡고 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피부병리에 대해 연수하였다. 전문

진료분야는 피부종양, 피부병리, 박피술, 백반증이며 대한피부과학회 고시이사, 대한피부연구학

회 총무이사, 대한광역학학회 교육이사, 대한코스메틱학회 총무이사, 대한색소연구회 총무이사

로 활동하고 있다.

조  남  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남준 동문은 1997-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사로 근무 후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

재 과장으로 근무 중으로 피부과학회 경기서부지부회 부회장과, 피부과학회 평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광  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광성 동문은 1993~1997년 연세의대 수련 후 1997년부터 인하대병원에

서 연구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

고 있다. 2005년 영국 런던대학교의 Center for Cutaneous Research, Bart and London 연수 

후 현재 모발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피부과학회에서는 현재 대한모발학

회 총무이사,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며, 백반증학회 학술 및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인하대학교에서는 현재 인하대병원 IRB위원장, 의생명연구원 산학연융합연구기획

실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원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한  경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조한경 동문은 1993~1997년 연세의대 수련 후 명지병원 피부과 과장으

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진료분야는 아토피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건선, 백반증, 사마귀, 여드름, 

피부암, 피부미용이며 코스메틱학회 평이사, 한국피부장벽학회 정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동  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김동현 동문은 분당차병원 수련 후 2006~2009년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에서 전임의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차의과학대학교 피부과 부교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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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있다. 캐나다 Laboratoire d'Organogénèse EXpérimentale (LOEX)에서 연수하였으

며 전문분야는 색소성질환, 아토피피부염, 피부종양이다.  대한건선학회 정보이사, 대한백반증

학회 재무이사, 피부병리학회 재무이사, 대한색소학회 홍보이사,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위원회 위

원, 대한피부과학회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상  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상훈 동문은 2000-2004년 원주의대 수련 후 2007년부터 순천향의

대 부천병원에서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진료분야는 알레르기 질환, 모발 및 두피

질환, 백반증, 여드름 및 색소질환이 있다.

정  혜  진

Boston University 정혜진 동문은 2002-2006년 연세의대 피부과 수련 후 1년간 연세의대 피

부과 강사로 근무를 하였다. 이후 2007-2010년 Thomas Jefferson University 피부과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 2011-2014년에는 동대학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

하였다. 2014-2016 Bos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에서 피부병리 펠로우 과정 수료 

후 2017년 현재 동 대학 피부과에서 조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병리 및 흉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오  병  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오병호 동문은 2011~2015년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강사 및 임상

조교수 근무 후 2015년 3월부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과장 및 주임교수로 근

무하고 있다. 관심분야로 피부암/피부외과 분야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피부암과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 미용피부외과학회에서 교육간사로 활동 중이다.

김  현  정

서울의료원 김현정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수련 후 연세의대 강사/임상연구 조교

수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피부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미국 UC 

San Francisco 피부과에서 연수하였으며 전문진료분야로는 아토피피부염, 접촉성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여드름이 있다. 한국피부장벽학회 학술이사, 대한화장품학회 안정성/위기관리 분과위

원장,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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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희수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가톨릭의대에서 

수련하였으며 연세의대 강사/임상연구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피부외과, 피부암, 피부종양, 피부

미용 및 레이저, 주름살, 눈꺼풀 처짐, 흉터, 혈관질환, 여드름, 피부면역, 화학박피, 혈관경화 요

법 분야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이  희  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이희정 동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2008~2010년 국립

경찰병원 피부과 임상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차의과학대학교 피부과 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여드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피부미용이며 대한백반증

학회 법제이사, 대한피부과학회 윤리법제위원회 위원, 대한화장품의학회 홍보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  승  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홍승필 동문은 2004~2008년 원주대학교 의과대학 수련 후 

2009~2010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2010~2011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서 전

임의로 근무 후 2011년부터 단국의대에서 임상조교수/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진료분야는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백반증, 레이저이며 한국피부장벽학회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  진  옥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백진옥 동문은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강사로 근

무 후 2011년부터 가천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피부면역학

과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배  정  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배정민 동문은 가톨릭의대 수련 후 2012~2013년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에서 조교

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백반증, 여드름, 엑시머레이저이며 대한백반증학회 대외협력

이사, 동아시아백반증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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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미  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김미리 동문은 2011~201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

부과학교실에서 강사 근무 후 2013년부터 가톨릭의대 피부과학교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임상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관심분야로 여드름, 건선, 주사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주사와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 피부병리학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권  태  광

메리놀병원 권태광 동문은 2015~201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강사 근무 

후 2016년부터 메리놀병원 피부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관심분야로 흉터, 여드름, 피부

외과 분야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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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J. Lawley, M.D.

Dean Emeritus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William Patterson Timmie Professor of 

Dermatology

I wish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you, your faculty, and students upon 

the celebration of your 100th anniversary.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as demonstrated the value of strong leadership and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over your many years.  Your achievements in medical 

education, research and patient care are widely recognized.  Your training programs 

have produced outstanding dermatologists for many years.  They, in turn, have 

provided excellent care for your many patients.

Again, congratulations on achieving this monumental milestone in your rich history 

and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yours,

Thomas J. Lawley,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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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equest that I contribute to the commemoration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 centennial year has 

prompted me to review, reminisce and reflect.

I have briefly reviewed Yonsei University’s history online.  I also read the recently 

published editorial regarding Kung-Sun Oh and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that was co-authored by Drs. Dongsik Bang and Kee Yang Chung (March, 

2016; Yonsei Medical Journal) with great interest.  Your institution, your Department 

and, in particular, Dr. Kung-Sun Oh have played remarkable and critical roles in the 

development of dermatology as a specialty and western medicine as a discipline in 

Korea.

I have reminisced about my experiences with Professor Min-Geol Lee and his family 

in the United States, my visits to Seoul for the Korean Society of Dermatology 

meeting and later to deliver the 2004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nd most 

recently to Jeju Island as an invited speaker at the Eastern Asia Dermatology 

Conference in 2014. On each of these occasions I have been stimulated by the 

interactions that I have had with scientists and clinicians, and especially with bright 

young people that I have met.  I must also comment on the warm hospitality that has 

been extended to me at every opportunity and the graciousness of all who have 

hosted me.

Mark C. Udey, M.D., Ph.D.

Chief, Dermatology Branch and

Deputy Director, Center for Cancer Research 

National Cancer Research, N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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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have reflected on how I have benefited from my connection to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s a young 

boy growing up in a small farming community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the world and develop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in many countries.  Neither did I 

imagine that, as a result of these friendships, I would learn tha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re more similar than they are different and th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dermatology community is comprised of remarkably like-minded people.  I have been 

greatly enriched.

I congratulate current and past members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n their many accomplishments over the past 

century.  Current and future trainees have great traditions that relate to patient care, 

education, scholarship and service to others to uphold, but I am confident that they 

are, and that they will be, up the task.

With warm personal regards,

Mark C. Udey,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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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Elias, M.D.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I wish to send my congratulations to you, your faculty, and student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Yonsei University’s Department of Dermatology (1917-2017). Your 

school and department have educated so many students while being a great asset to 

your community and country. 

My first recollections of Korea date back to the 1950’s when I was a child but 

interested in a war that affected my friends and family. I knew even then that Korea 

was important if my country would make such great sacrifices to ensure its survival. 

I was honored to be invited to give the Kung-Sun Oh Lecture in 1993. My wife, Mary, 

was delighted to accompany me. There were so many highlights, including reunions 

with many former post-doctoral fellows, who are now faculty members at the Yonsei 

Medical Center. These include Professors Seung Hun Lee, Eung-Ho Choi, Sung Ku 

Ahn, Hyun Jung Kim, and many others. Meeting Dr. Yoon-Kee Park and Dr. Sungbin 

Im, who also spent a year in our laboratory, was a pleasure. 

To share my thoughts and ideas with so many faculty and students about the 

evolution of pigmentation and its effects on the epidermal barrier was a particular 

thrill. To this day, I have your commemorative medallion on my office desk. 

Mary and I wish you similar, abundant success in the next 100 years. I have no doubt 

that your dermatology department will continue to be a world leader in the coming 

decades. 

Best regards,

Peter M. Elias,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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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10 years since my last visit to Korea and your department at Yonsei 

University in 2007. I understand that your department will be celebrating its 100th 

anniversary in May 2017. Please accept my most sincere congratulations and very 

best wishes on this remarkable achievement. 

My impressions and recollections of my visit to your department remain at the 

forefront of my thoughts. There were so many highlights and memories. I was most 

impressed by your departmen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both clinical and 

research fields. In addition, what was particularly impressive was the fact that 

Yonsei’s department of dermatology is undoubtedly lead the development of Korea’s 

Dermatology for so many years and has great plans for continued development in the 

future. I also very much appreciated for the kindly and friendly hospitality I have 

received during my visit. I can assure you this will be a very fond memory for us. 

Most sincere wishes for you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Xuejun Zhang, M.D., Ph.D.

Xuejun Zhang M.D., Ph.D.

Professor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Former headmaster of Anhui Medical University, China

Director of Key Laboratory of Dermatology, Ministry of 

Education, China

Director of Institute of Dermatology, Fudan University, China

Dean, Department of Dermatology, No.2 Affiliated Hospital of 

Anhui Medical Universit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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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M. Johnson, M.D.

Lewis & Lillian Becker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Today I am packing my office moving to new space next week. The bronze medallion 

and photo album from my visit September 27, 2008 hold a very special place in my 

heart, and are on full display in the front of a special case as one enters my 

academic office. They are being gently packed and will be unpacked next week, 

again to be placed in a very special location. I understand your wonderful 

department, the first department of dermatology to be established in Korea with its 

history dating back to 1917, plans to celebrate your centennial year in May 2017. I 

would also l ike to take this oppor tunity to of fer my deepest and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is truly magnificent achievement. 

My impressions and recollections of my visit to your department still remain at the 

forefront of my thoughts. I appreciate so much the opportunity, honor, and privilege to 

make new friends in South Korea in celebration of Prof. Kung-Sun Oh, a giant known 

throughout the world in dermatology. I was tremendously impressed by both the 

facilities and the quality of the truly outstanding and memorable faculty and staff. It is 

clear th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s and will remain an extraordinary 

institution and will continue to thrive in clinical care, research, and education. Thank 

you again for your most kind and warmest hospitality. With deep admiration and 

gratitude, we send our warmest wishes for your certain continued success. 

Sincerely,

Timothy M. Johnso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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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to congratulate you and your whole staff and 

students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Since its creation in 1917 at Severance Medical School, your department 

has made great achievements both in clinical work as well as in the field of 

dermatological research. From the nation first department of Dermatology, your 

institution grew by the time and became the reference for dermatology in your 

beautiful country as well as an important collaborative partner i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I remember my first visit to your place when I was invited as the guest lecturer for the 

Kung-Sun Oh Memorial lecture in 2009.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my visit at the 

medical faculty as well as by the really impressive new building of the Yonsei 

University Hospital. When I came back to Bonn from that lecture I was so 

enthusiastic in explaining to our own administration how well organized your 

institution and all the university hospitals are. Holding this memorial lecture was and 

sti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wards in my academic career and I like to teach my 

students some time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achievements of your 

department. Since then, I also had the great honor and pleasure to have several of 

your young colleagues as post-doctoral fellows in my department and research 

laboratory. All of them left an important imprint of enthusiasm and commitment for 

our discipline. Finally, the visit in Bonn of distinct professors from your medical 

school in the last years and the great time we had together in showing you Bonn and 

Thomas Bieber, M.D., Ph.D., M.D.R.A

Chair, Dept. of Dermatology and Allergy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y of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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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nvironment remains an important proof of the friendship between your 

department and my own institution.

My wife Kristin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your 

department at such an exquisite place at Yonsei University. I am confident that your 

department and all the colleagues working there as well as the students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dermatology not only in your country but also globally.

Sincerely,

Prof. Thomas Bieber, M.D., Ph.D., M.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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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 Happy 100th Birthday! 

Celebrating a century of educating an entire country about skin disorders and caring 

for patients with the most severe cutaneous diseases is a remarkable milestone. You 

should be so proud of your many accomplishments, from creating a world-class 

faculty and impressive clinical facilities to establishing high standards for research, 

clinical care, and the training of residents, nurses, and medical students. I was very 

honored to deliver the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nd was equally invigorated 

by the knowledge, cur ios i t y, and product iv i t y of your facul ty members. 

Congratulations on reaching your praiseworthy Centennial Year and wishing you 

another 100 years of improving the lives of patients with skin diseases!

      

Best regards,

Jean L. Bolognia, M.D.

Jean L. Bolognia, M.D.

Professor of Dermat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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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 E. French, M.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Zurich University Hospital

Zürich, Switzerland

As current Professor and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the Zürich 

University Hospital in Switzerland, and very fortunate recipient of the Kung-Sun Oh 

Memorial Lecture and Medal from the prestigious Yonsei University in Seoul on 

September 8th 2012, I wish to s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you, your faculty, 

and students on your 100th anniversary.

Upon my visit to Yonsei University and your Department in September 2012 I was 

impressed by the outstanding quality of academic dermat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Department in 1917. Patients suffering from 

skin diseases in South Korea can be proud to be able to benefit from such top-class 

faculty, employees and facilities offered at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of Yonsei 

University. 

The generous and cordial hospitality that I received on the occasion of my visit to 

your department was also greatly appreciated, and has resulted in regular 

collaboration between the Departments of Dermatology at the Zurich University 

Hospital and Yonsei University. Since 2012 we have been able to host two 

outstanding senior residents from Yonsei University Dermatology Department for a 

Fellowship of 3 Months in Zurich, a successful exchange that has strengthened the 

ties between our Departments. 

I wish you and all of the Yonsei Dermatology Faculty great success for the next 

century and a wonderful 100th anniversary in 2017.

Sincerely,

Professor Lars E. French,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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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cGrath, M.D., F.R.C.P., F.Med.Sci.

Professor of Molecular Dermatology, King’s 

College London

Honorary Consultant Dermatologist, 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London UK

It is a great pleasure to pass on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you, your faculty, and 

students on your 100th anniversary. It is a wonderful achievement to reach this 

amazing milestone and to be able to reflect on the great successes that your 

institution and department have contributed to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o many people over the years. You should be immensely proud of 

you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omplishments.

For me personally, it has been a delight to visit your department on so many 

occasions over the last 25 years, most recently in 2014 when you kindly invited me to 

deliver the Kung-Sun Oh Lecture. I have enormous respect for the traditions and 

values associated with the man and family behind this memorial lecture, and also for 

everyone who has had the privilege of being trained in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There are many changes afoot regarding training in dermatology and being in 

practice as a dermatologist but I have no doubt that the last 100 years has made your 

department resolute and fully capable of continuing to deliver the very best in 

educ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for skin diseases. You have built yourselves a 

strong position, respected and admired by many; well done.

I salute all your achievements over the last century and have every confidence that 

your department of dermatology will continue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over the 

next 100 years too.

With kindest regards,

John McGrath, M.D., F.R.C.P., F.Med.Sci.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6)0411.indd   357 2017-04-13   오전 9:44:46



35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Masayuki Amagai, M.D., Ph.D.

Vice Dean,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Dermatology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gratulati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 institutes of Keio 

University.

Yonsei and Keio are both private universities and share many common characters 

and backgrounds.

I have many fond memories with many colleagues from Yonsei University, including 

Dr. Soo-Chan Kim through common interests in autoimmune blistering diseases and 

his sabbatical weeks at Keio University, Dr. Min-Geol Lee through the wonderful 

experiences together at Dermatology Branc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r. Kee 

Yang Chung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and so on.

Medical students at Keio and Yonsei universities establish the Keio & Yonsei 

exchange program and every year several students visit to each other since 2004. 

They have wonderful experiences and fruitful time to lear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ulture as well as approaches to medicine.

Our Department of Dermatology,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ill have 100th 

anniversary in 2020, in the same year of Tokyo Olympic. So our department is three 

year younger than your department. I do hope that our intimate relationship will 

become even tighter in the next 100 years to come.

Sincerely,

Masayuki Amagai,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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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to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n your 100th anniversary! I remember very well my first visit to Korea to 

deliver the Kung-Sun Oh Memorial Lecture in October, 1988. This was a busy time in 

Seoul, Korea-- not because of my visit—but because Seoul was hosting the 1988 

Olympics. I very much appreciated the opportunity to visit during that time. Your 

hospitality was wonderful—you even managed to have magnificent weather—and the 

parties were great!

For me, the visit to Yonsei’s Department of Dermatology was special for many 

reasons—not only for its special history in Asian Dermatology. Many of the young 

people who I met during my visit have subsequently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of them in the Dermatology Branch of NCI in NIH and several others at other 

Departments of Dermatology. Thus,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Min-Geol Lee, Eun- 

So Lee, and Kwang Hoon Lee, and was so impressed by them and many of the other 

residents and staff. Since that time, there has been an exchange of many Korean 

students with the Dermatology Branch of NCI and with the Laboratory of Skin Biology 

in the NIAMS Institute. I know that these interactions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extraordinarily productive. Your commitment to the future of our specialty has been 

extraordinary since you have uniquely sent your young doctors abroad to learn about 

clinical and scientific aspects of dermatology and bring new and somewhat different 

ideas back to Yonsei.  This bodes well for Yonsei University and for the future of 

Dermatology in Korea.

A century of leadership in skin biology and skin disease research is a truly great 

accomplishment.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the coming years. 

Sincerely yours, 

Stephen I. Katz, M.D., Ph.D. 

Stephen I. Katz, M.D., Ph.D.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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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to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on its 100th 

anniversary. In 2000 I was honored to give the Kung-Sun Oh Memorial Lecture, but 

have had many other interactions as well with this outstanding Department. The core 

of any institution is, of course, the people who make it up. I have known, throughout 

many years, the leaders as well as the trainees, and then have followed many of 

these trainees themselves transition to leadership. I have been impressed by the 

long range academic vision of the leadership and how they nurtured this next 

generation. In my opinion, the reason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 

has been so successful for so long is this dedication of each generation of leadership 

to developing succeeding generations who are also committed to academic 

excellence. This long term and selfless vision has provided the basis of your 

impressive success as a leading Department of Dermatology over the century. 

Because of this engrained culture of excellence I expect the next 100 years to be just 

as successful. It has indeed been my pleasure to be associated, even in such a small 

way, with your Department. I, as many others, have been enriched clinically, 

scientifically, and socially by this association. 

Sincerely,

John R. Stanely, M.D. 

John R. Stanely, M.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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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y congratulati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your department.  

This is a terrific milestone and a time for your faculty, residents and students to 

reflect upon and take pride in the enormous achievements of the past century.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as 

contributed directly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countless patients in Korea and, 

through important contributions in research and clinical care, has benefitted people 

around the world.

It wa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visit your department and give the 39th Kung-

Sun Oh Memorial lecture.  It was a particular privilege to honor the many great 

accomplishments of Dr. Oh and to see the impressive achievements that were built 

upon the foundation that he established.  Your faculty, staff and research activities, 

centered on enhancing our ability to improve the lives of our patients, were most 

impressive. I will follow the futur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your department 

an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ith great interest.

I have many happy memories of my visit, your impressive campus and your beautiful 

country.  I will never forget the honor of sharing my work on the neuroimmunology of 

the skin with your faculty, residents and students.  However, my most dear memory is 

of the terrific hospitality and graciousness accorded to me everywhere I went in 

Korea.

As your first century draws to a close, I predict the greatest successes for the next 

100 years.  Best wishes to your entire department, medical college and university for 

your next century.

Sincerely,

Richard D. Granstein, M.D.

Richard D. Granstein, M.D.

Chairman, Department of Dermatology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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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ew dermatology departments worldwide with such an outstanding history, 

congratulations to you, your faculty, and students on your 100th anniversary! 

Certainly Yonsei’s Dermatology Department has deserved its recognition as one of 

the leading in Asia.

In 1987 I was given the chance to visit the research group established by Prof. 

Sungnack Lee at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to work with Prof. Eun-So Lee at a 

time were both of us have been research fellows interested in the mechanisms of 

chemotaxis of neutrophils and monocytes in inflammatory skin diseases. 

During my stay we not only worked in the laboratory but I was given the chance to 

visit many places in Seoul and even did a tour around to recognize the beauty to 

Korea and to experience the friendliness and the famous hospitality of Korean 

people.

Until today I appreciate the relationship to Korean dermatologists particularly from 

Yonsei’s dermatology depar tment receiv ing manuscr ipts to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for which I am the Editor-in-Chief. Meeting with Korean 

colleague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is always a reminder of the wonderful time I 

had back in 1987.

I wish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a prosperous future in international 

dermatology! 

Sincerely, 

Ulrich Mrowietz, M.D.

Ulrich Mrowietz, M.D.

University Medical Center   

Schleswig-Holstein, Campus Kiel,

Kiel,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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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of. Kee-Yang Chung,

Having visited Korea several time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 was able to 

follow with great astonishment and admiration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Korean dermatology from a good player in the international orchestra of 

dermatological societies into a true giant of academic dermatology on a global scale. 

Your department deserves major credit for this remarkable achievement. 

I still have very fond memories of my visits to Yonsei which, at the beginning, were 

made possible by the kindness and generosity of Prof. Yoon-Kee Park who regularly 

visited our Department in Vienna and established the first scientific contacts. I truly 

hope that, in the future, we can strengthen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our departments for mutual benefit.

Please accept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your 100 year anniversary and m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Georg Stingl, M.D.

Georg Stingl, M.D.

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Dermatology,

Medical University of Vienna,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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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ofessor Chung,

I am extremely pleased to write this letter congratulating you and your colleagues at 

Yonsei Dermatology for 100 years of excellence in clinical and research. During my 

30 years of tenure as the Chair of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Cutaneous 

Biology at Jefferson Medical College, I have been pleased to foster strong 

collaborative interactions between our two departments. I am extremely proud to 

have trained many Korean dermatologists here at Jefferson, including yourself, and 

we have been pleased to host a number of Korean visitors in our department. Our 

continued interactions not only in Philadelphia and in Seoul but also in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ave advanced our collaborations to benefit of the global 

dermatology community at large.

The original initiatives to develop Yonsei/Jefferson Dermatology interactions and 

exchange programs were due to diligent efforts by Professor Young C. Kauh who 

served as our Clinical Director for many years. Dr. Kauh, who is currently Senior Vice 

Chair of Clinical Development in our department, is extremely well known to Korean 

dermatologist through his activities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81-1998). Dr. Kauh, a Yonsei medical school graduate in 

1961, has particular devotion to his place of original medical training, and I have been 

fortunate to join Dr. Kauh to visit Yonsei university on several occasions over the 

years.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Dr. Kauh for fostering successful 

interactions between Yonsei and Jefferson Dermatology Departments. I look forward 

Jouni Uitto, M.D., Ph.D.

Chair and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Cutaneous 

Biology, Jefferson Medic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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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rengthening these relationships in the future.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year celebration of the Depar tment of 

Dermatology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 would like to express on 

behalf of the entire Jefferson dermatology community, the best wishes for a bright 

future built upon the outstanding history of your department.

With best regards,

Sincerely yours,

Jouni Uitto,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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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express you a happy anniversary on 100th Department 

Birthday. It was 23rd August, 1984, when I first visited Department of Dermat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kind invitation by Professor Sungnack Lee.  

In the 6 day-stay in Seoul, I remember that we discussed about two subjects on 

“Immune phenomena in Behçet’s disease” and “Immunological research in psoriasis”.  

Since then, almost 34 years have been passed, as time flied.  However, it was a 

happy for me that sometimes I had occasions to join the international meetings for 

Behçet’s disease organized by Professor Sungnack Lee and other opportunities by 

Professor Dongsik Bang in Korea after Prof. Lee left to Ajou University as Vice-

president.  These events are still very fresh in my memory.  Also, it is a happy I was 

able to touch and learn Korean cultures by chance, though a little bit.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Century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and I 

genuinely hope you proceed to a new next bright future. 

Fumio Kaneko, M.D., Ph.D.

Fumio Kaneko, M.D., Ph.D.

Emeritus professor of   

Fukushima Medical University,

Director: Institute of Dermato-Immunology  

and Allergy,

Institute of Southern TOHOKU Research Institute 

for Neuroscience, Koriyama, Fukushi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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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부터 시작된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로고이다. 

피부과학을 상징하는 모낭과 에크린샘이 보이는 피부 조직의 단면을 100이라는 숫자에 넣어 

피부과학교실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로고는 원주연세의대 피부과 안성구 교수의 따님인 안현아님이 제작하였다.

안 현 아 (1991. 09. 17~ ) 

2016   르노이드 디자인부서 비주얼 디렉터 근무

2016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2015   대한피부과학회 캐릭터 공모전 금상

20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브랜딩 및 매뉴얼디자인

2015   따몽 과일쥬스 브랜딩 및 내외부 인테리어

2014   SG워너비 김진호 솔로 앨범 디자인 

2014   낭만유랑악단 싱글 앨범 커버 디자인 

2014   양평 생각속의 집 펜션 기프트 카드 디자인 

2013   말라가 핸드메이드 브레슬릿 브랜딩 

2012   디매거진&디자이너그룹 <헌양말> 프로젝트 전시

2012   바보사랑 핸드폰 케이스 일러스트 디자인 대상

2011   컨버스 커스텀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2010   일루어네어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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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오긍선 선생께서 1917년 세브란스병원에 국내 최초로 피부과를 창설하신 이래로 2017년 오늘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실의 백

년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긴다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의 개척자 정신과 불모지에서 흘린 피땀 어린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집니다. 

100주년 기념행사와 교실사 출간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과정을 뒤돌아보면,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을 

2015년 3월 13일(피부과학교실 백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예비모임)에 가진 이래로 20여 차례 이상

의 회의와 많은 도움을 주신 교실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 책이 완성되었음을 느낍니다. 참여한 대부분

의 편찬위원들이 역사서 집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실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 

어려움이 몇 배 더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동식 교수님과 신항계 원장님을 비

롯한 20년 전 교실원들이 합심하여 발간한 80년사(1997년 5월 13일 발행. 그림: 표지)를 근간으로 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우리가 직접 느꼈고, 또한 80년사의 편집후기를 통해서 그 당시 집필에 

참여한 교실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80년사의 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교실의 주요역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중 ‘연구의 역사’가 

더욱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번 100년사 출간에서는 교실 연구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연구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실이 그간 노력해왔던 피부과학 전문분야의 연

구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진료와 교육에 대한 서술이 함께 어우러져 글이 작성되었기에 교실의 연혁부

분과 함께 우리 교실의 역사를 더욱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배 교실원들이 이룩한 

학문적 업적이 대내외로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편  집  후  기 

연대 피부과 100년사(파트06)0411.indd   368 2017-04-13   오전 9:44:48



      편  집  후  기    |    369

책의 출간과 관련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방동식 교수님과 피부과학교실 내의 모든 교수님들, 연

구역사 부분의 감수를 맡아주신 이정복, 박윤기 전임주임교수님들과 한승경 원장님, 중요한 사료를 보

내주신 안성구 교수님과 이은소 교수님 등 많은 동문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글을 집필한 강

사들과 가장 큰 헌신을 한 의국원들, 편집을 조율해준 군자출판사 조은희 대리님, 그리고 100년사 편찬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김도영 교수님, 김지희 강사와 곡원호 의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2년에 걸친 편찬 준비기간이 무색하게 완성되어 가는 책자를 보면서 부족한 사료수집과 미비한 

글들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정보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하나마 이 기록이 앞으로 우리 

교실과 한국 피부과학 발전사에 귀한 사료로 쓰여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우리 교실

의 100년을 축하할 수 있는 기쁜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00년사 편찬위원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80년사 표지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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