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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http://koshis.or.kr)는 2010년 춘계학술대회를 6월 15일(화요일)
에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분야 유전체연구의 현
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분야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보건학적 연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새로운 연구분야로 연구와 현장의 접목에 토론사항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춘계학회에서는 특별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의 보건정보통계인들이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서, 보건관련 유전체연구에서 최신 국제적 통
계방법론과 정보에 관련된 논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 연구에서의 유전자분석을 접목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과 정보시스템의 중요
성과 그 활용가치를 일깨워 주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
를 마련하고 보건정보통계 연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2010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김 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한 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이태림

시 간
09:00-09:30
(30분)

" 보건분야 유전 연구의 현재와 미래 "
The Now and Future of Genomic Public Health
등록
개회식

09:30-09:50
(20분)

09:50-10:30
(40분)
10:30-10:45
(15분)

사회 : 김호(서울대 보건대학원)

[인사말] 이태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축 사]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Keynote Speech
서정선 (서울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Title: 'Genome Variations in Asians for Personalized Medicine'
Coffee Break
심포지움 1 :

Recent development in Genomic Public health
좌장 : 이영작 (한양대 명에교수, LSK 회장)

10:45-12:15
(90분)

Speech 1: Yasuo Ohashi (department of Biostatistics, University of Tokyo)
Title: “Gefitinib (iressa) story: from drug scandal to evaluation of
genomically-targetted therapy”
Speech 2: 김혜숙 (Harvard medical College, Dana Faber Cancer Center)
Title: “Validation of Array Studies”
Speech 3: 설재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Title:
“Differential Parental Transmission of Markers in Candidate
Genes among Cleft Case-Parent Trios from Four Populations”

12:15-13:45
(1시간 30분)

점심식사
심포지움 2 : Practical Examples of Genomic Studies
좌장 : 한

헌 (강원의대)

Speech 1: 원성호 (중앙대학교 통계학과)
Title:
“Family-based association
13:45-15:15 stratification”
(90분)
Speech 2: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analysis

under

the

population

Title: “Interpreting differential coexpression of paired gene sets”
Speech 3: 유연주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Title: “Gene-based approach for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15:15-15:30
(15분)

Coffee Break
Tutorial

15:30-16:30
(60분)

박미라 (을지의대)
Title: “유전적 연관성 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16:30-17:00
※ 학회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폐회식]

비고

등록안내
사전등록
회원
일반
20,000
학생
10,000
* 학회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기간
학술대회등록비

현장등록
정회원입회비
비회원
회원
비회원
25,000
25,000
30,000
30,000
15,000
15,000
20,000
10,000
동안 신규 정회원 입회시 학술대회 등록비 10,000원 감면

2010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안내
등록비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488401-01-208961
예금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koshis.or.kr) 참조
사전등록 및 입금은 6월 11일 (금) 오후 6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학회장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