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조직은행

-Workshop -

일시 _ 2011년 4월 23일(토), 08:30~13:00
장소 _ 연세 학교치과 학 7층 강당

주최 _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후원 _ 식품의약품안전청

Design by _ 우리의학사(02-2266-2752)

� 등 록 비

- 평생회원: 면 제

-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3만원

(사전 등록 후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전 등록

� 마감: 2011년 4월 20일 (수)

� 입금계좌

- 입금은행: 하나은행

- 계좌번호: 576-910006-20605

- 예 금 주: 사단법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 사전등록 방법

: 입금계좌 입금 이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아래의

FAX로 보내주시거나, 사전등록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아래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 연락처 및 등록신청서 보낼 곳

�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2가 94-200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 Tel: 02-2639-5708 / Fax: 02-2676-2431

� E-mail: snoop20@hanmail.net

성 명 : 

소 속 : 

직 책 : 

의사면허번호(의사인 경우)

입 금 액 :             입금일 :

입금자명 : 

연 락 처 :

E-mail : 

연세 학교
치과 학 강당

The Korean 

Musculoskeletal Transplantation Society

Kore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등록안내 등록신청서

찾아오시는길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공동주관



안녕하십니까?

국내 조직이식과 조직은행은 지난 수년간 한골∙연

부조직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의 여러 회원님들

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과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조직은행의 수준과 생산된 인체이식조직도

안전성과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국내 자급률도 어

느덧 총 사용 조직의 2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든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춘계 조직은행 워크샵에서는 조직

은행내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해 논의

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품질관리담

당자, 조직취급담당자 등 조직은행 종사자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최근 조직은행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많이 참여하

시어 적극적인 토론과 많은 의견을 주셔서 유익하고 발전

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23일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 장 이 종 서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장 철

ProgramThe Korean Musculoskeletal Transplantation Society
Kore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Invitation MMessage PPrroogggrraamm
08:30 ~ 인사말 한국조직은행연합회(KATB) 이사장 장 철

08:30 ~ 9:30 I. 인체조직 기증자 선별 기준 좌장: 장 철(한림 ), 이순혁(고려 )

1) 인체조직 기증자 사후 시간 경과에 따른 미생물 오염의 위험성 한인체조직은행 이춘희

2) 국내 사후 기증자 사례 분석(2005~현재)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3) 전이성 암환자의 기증선별 기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양국

09:30 ~ 10:50 II.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른 적합성 선별 기준 좌장: 심성보(가톨릭 ), 이광원(을지 )

1) Bacteremia vs Septicemia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전전욱

2) LifeNet 미생물 기준표의 category I, II, III 분류상 균의 특징 중앙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차 주

3) 미생물 검사 양성 조직의 처리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정진

4) 채취 환경에 따른 조직의 오염도 경희 병원 정형외과 조윤제

10:50 ~ 11:00 CCooffffeeee bbrreeaakk

11:00 ~ 12:00 III. 동종조직을 이용한 제품의 종류, 가공방법 및 적응증 좌장: 문경호(인하 ), 이종원(가톨릭 )

1) 근골격계 조직 코리아본뱅크 이광일

2) 피부조직 시지바이오 최원익

3) 조직은행 품질관리 시스템 한스바이오 임홍렬

12:00 ~ 13:00 IV. 조직은행 관련 정책 좌장: 이종서(성균관 ), 손원용(고려 )

1)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정책 KOST본부장 장경숙

2) 조직은행전문가 과정 을지병원 정형외과 김병석

3) 조직은행 정도관리 KFDA바이오의약품정책과

13:00 ~ 맺음말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이종서

13:00 ~ 식사 겸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