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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제3차 국제 결핵백신 심포지움에 초대합니다.
국내에서 BCG백신 재생산을 위한 BCG백신 국산화 사업이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지난 3년간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BCG백신 생산용 종균뱅크 확립에 이어
(주) 녹십자에서는 생산공정 확립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곧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인에서 결핵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결핵백신 들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
이에 재단법인 국제결핵연구소에서는 지난해에 있었던 2차 BCG Pasteur Vaccine
국제심포지움에 이어 올해에도 3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
에서는 BCG 백신과 새로운 결핵백신에 대한 국제적인 임상전문가들을 모시고
BCG백신과 새로운 결핵백신의 임상자료 및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식 및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4.
(재)국제결핵연구소 이사장

송선대

Morning session (9:00 – 12:00) : Session I
History of BCG vaccination in South Korea
; Dr Sang Jae Kim (Korea Institute of Tuberculosis, Korea)
BCG Pasteur 1173-P2 vaccine production in South Korea
; Mr Jong Sun Lee (Green Cross Corporation, Korea)
BCG vaccine studies & biomarkers for correlates of protection
; Prof. Hazel Dockrell (London Schl. of Hyg. & Trop. Med., U.K.)
Clinical trials of BCG and new TB vaccines
; Prof. Mark Hatherill (S. African TB Vaccine Initiative, South Africa)

Afternoon session (13:00 – 16:30) : Session II
Panel discussion : “Country practice and experience in BCG vaccination”
Iran:
Dr. Mohammad Abolhassani, IPI, Tehran
Philippines: Drs. Liza Gonzales & Jimmy Montoya, PGH, Manila
South Africa : Dr. James Southern, Cape Town
Taiwan(ROC): Dr. Ruwen Jou, Taiwan CDC, Taipei, ROC
Tunis:
Dr. Nizar Laabidi, IP-Tunis, Tunis
Vietnam:
Dr. Dang Duc Anh, NIHE, Hanoi
Clinical development of new TB vaccines
; Prof. Steve Reed (Infectious Disease Research Institute, U.S.A.)

Clinical trials of new TB vaccines
; Dr. Ann Ginsberg (AERAS Foundation, U.S.A.)
Clinical trials of TB vaccines in South Korea
; Dr. Hyejon Lee (International TB Research Center, Korea)

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후생관) 국제회의실

*기차이용 : KTX : 오송역 하차 (택시로 5분 거리) / 일반기차 : 조치원역 하차 (택시로 20분 거리)
*버스이용 : 청주 : 500, 511 / 조치원역 : 525 / 옥산 : 57 / 오창 : 53 / 청주공항 : 750, 75
*시외버스이용 : 서울남부터미널 출발 ↔ 오송역 3번 출구 앞 ↔ 오송첨단복합단지(1일 편도 2회 운행) 07:10, 19:25
*자가이용(경부) : 청주 IC(경부고속도로) → 조치원,행정도시 방면 우측 → 고가도로옆길(36번 국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측 →
국책연구기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전(오송생명 2로) → 도착
*자가이용(중부)기타 : 서청주 IC(중부고속도로) → 옥산,청주방면 우측 → 청주역 사거리(청주역로) → 월곡사거리(36번 국도) → 고가도
로옆길(36번 국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측 → 국책연구기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전(오송생명 2로) →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