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만성감염질환코호트
2019. 11. 27. ,
심포지엄 fill one 센터포인터 광화문 회의실
(수) 13:00 ~ 17:50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연구자,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정책부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심포지움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로 인해 에이즈, 간염 등 만성 바이러스성 감염과 결핵으로 인한 국가부담이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암, 자궁경부암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에이즈, B형·C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결핵 코호트를 구축해 왔고, 참여 연구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성감염질환 관리를 위한 연구기반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 에이즈,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발생 위험요인, 질병진전 및 치료효과 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그 간의 코호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히 토의하고 또한 코호트 간, 국내 타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운영과 연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향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9년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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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센터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행)

Session I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우수연구 성과

좌장: 최보율 교수 (한양대의대)

13:30~13:45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survival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Korea HIV/AIDS cohort

최준용 교수 (연세대의대)

13:45~14:00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eal-life efficacy of DAA treatment
in Korean patients with hepatitis C virus infection

장은선 교수 (분당서울대)

14:00~14:15

Risk of cervical dysplasia among human papillomavirus-infected
women in Korea: A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김태진 교수 (건국대의대)

14:15~14:30

Progression of untreated minimally active chronic HBV infection compared
to inactive infection

김범경 교수 (연세대의대)

14:30~14:45

Understanding illness perception in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one
step towards patient-centered care

민진수 교수 (가톨릭대의대)

14:45~15:00

HIV/AIDS 코호트 검체를 활용한 HIV 연구

류상미 박사 (바이러스질환연구과)

15:00~15:30

Coffee Break

Session II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발전방향 제시

좌장: 김기순 과장 (바이러스질환연구과)

15:30~15:45

만성감염질환코호트 10년의 성과 및 향후 방향

기미경 연구관 (바이러스질환연구과)

15:45~16:00

국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리 대책

공인식 과장 (결핵•에이즈관리과)

16:00~16:15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 대책

권동혁 연구관 (감염병총괄과)

16:15~16:30

국가 결핵 관리정책과 결핵 연구개발 전략

김성한 연구관 (세균질환연구과)

16:30~16:45

만성바이러스 감염코호트 기반 중개연구 : From Bench to Clinic

최병선 연구관 (바이러스질환연구과)

16:45~17:45

5개 코호트 패널토의

각 코호트 연구책임자

17:45~17:50

폐회사

김성순 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

오시는길

← 사직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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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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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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