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2015년 국제피부과학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PRNewswire=연합뉴스) 로레알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회 세계피부과학회(World
Congress of Dermatology)에서 국제피부과학사회공헌대상(International Aw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Dermatology) “피부 자신감을 위한 보살핌의 손길(Caring to Inspire Skin
Confidence)” 우승자들을 발표했다.

국제피부과학사회공헌대상의 목적은 개인, 협회 또는 병원의 자발적인 피부 프로젝트를
치하함으로써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를 인정 및 찬사하며,
의학적 치료와는 별도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사회적 통합을 격려하기 위해 환자 지원과
간호를 장려하는 것이다.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차별에 부딪히며, 사회적으로
배척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방과 교육’, ‘삶의 질과 자존감 향상’, ‘치료 커버리지와 수술에 대한 접근성’ 등 세 가지
주요 부문 중 하나에 속하는 프로젝트들이 접수됐다.
5개 지역(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북미)에서 총
118개 프로젝트가 출품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섯 명의 피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지역별로 한 개의 우승팀이 프로젝트를
보상하고, 프로젝트 발전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각 지역별로 우승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Khalid Mohammed AlGhamdi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백반 환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Faal이라는 자선 협회
아시아 태평양
한국의 정찬우 박사
Sharing skin love ‐ Skin Health Promotion for Orphanage and for low‐income
children/youth (고아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피부 건강 증진)
유럽
러시아의 Ksenia Sorokina 박사
A healthy child means a healthy family ‐Targeting prevention of dermatitis and
adherence to treatment (피부염 예방과 치료 유지)
라틴 아메리카
파나마 공화국의 Gioconda Gaudiano 박사
Moon Children ‐ Providing mobile surgery clinics to indigenous people
(토착민들에게 이동 수술 병원 제공)
북미
캐나다의 Danielle Marcoux 박사
Camp Liberte – 피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
세계피부과연맹(International League of Dermatological Societies, ILDS)과 제23회
세계피부과학회가 이 상을 지원했다.

2015년 수상자들 및 이들의 프로젝트를 담은 영상과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inspireskinconfidence.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5년 수상자들과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인도, 독일, 프랑스, 멕시코,
엘살바도르 및 미국에서 출품된 영역별 탑 3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뉴스 보도를 클릭한다.
http://multivu.prnewswire.com/mnr/7554651-press-report.pdf
출처: L’Oréal active-cosme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