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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고속터미널역 7번 출구 방향
9호선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방향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3층
Meeting Room 1

주소

주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뱅크의 역할

7호선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방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TEL. 02-6282-6262

한국인체자원은행협의회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서울아산병원 동관4층 조직세포자원센터
TEL 02-3010-4624

FAX 02-2045-4122

한국인체자원은행협의회

모시는 글
제3회 바이오뱅크 포럼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8년부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Korea Biobank Project, KBP)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소재로 활용될 귀중한 연구용 인체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 관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시 간

내

용

13:00~13:30

등록

13:30~13:35

개회 및 내외빈 소개

사회자

13:35~13:40

개회사

박도준 원장

빅데이터의 기반한 정밀의료와 환자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13:40~13:45

축사

한국인체자원
은행협의회

보건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13:45~13:55

사진촬영

13:55~14:10

바이오산업 인프라로서 바이오뱅크의 역할

보건의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인과 환자로부터 수집된 생체시료의 분석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 바이오뱅크의
통합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빅데이터 기반의

좌장: 서울아산병원 장세진 교수
양현진 박사

신테카 바이오

14:35~15:00

신약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인체자원의 수요
Compelling Demand of Biobank in the Paradigm Shift of
New Therapeutics Research & Development

김태호 대표

큐어세라퓨틱스

15:00~15:25

인체자원 분양을 통한 성과창출 성공사례
The successful case from distributing Human Bio-resources

박도윤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15:25~15:45

Coffee Break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할 미래 바이오뱅크의 역할과 과제에

Session 2.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향후과제

대한 고견과 비전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좌장: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춘식 교수

15:45~16:10

잔여검체 사용의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과 인체자원은행의 역할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human tissue’
s remaining sample for
research and Role of Korea Biobank

정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병원

16:10~16:35

4차산업 시대와 2030 미래 바이오뱅크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Biobank by 2030

배한익 교수

경북대학교 병원

16:35~16:50

Coffee Break

2017년 10월

바이오뱅크 포럼 대표

바이오뱅크
연구회

정밀의료 패러다임 변화 속에 유전체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통한 맞춤신약 개발 전략
Genomic Big Data Integration & AI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for Precision Medicine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포럼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14:10~14:35

이번 제3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통해 인체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학연 및 바이오뱅크 관계자를 모시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

Session 1. 바이오의학 산업계 수요 및 성과창출 성공사례

역할은 점점 증대될 것이며, 환자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비고

발표자

패널토론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
16:50~17:50
17:50~18:00

좌장: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최영진 교수

[패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 신테카바이오 양현진 박사,
큐어세라퓨틱스 김태호 대표, 부산대학교병원 박도윤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정창록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배한익 교수,
서울아산병원 장세진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춘식 교수
마무리

사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