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학연 플라즈마의과학 워크숍 및
제2회 한국 플라즈마의과학산업협회 (KPMA) 총회 프로그램(안)

일시: 2018 년 11 월 8 일 (목) 13:30- 19:10
장소: 광운대학교 참빛관 B101호
⚫ 주최 및 주관 :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PBRC),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한국플라즈마의과학산업협회(KPMA)
⚫ 후원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진공학회, 한국연구재단, 국제 플라즈마의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Plasma Medicine, ISPM), 독일라이프니츠 저온플라즈마연구소(INP), 국제 플라즈마바이오과학회 (ISPB)
⚫ 조직 위원회:

위원장: 최은하(광운대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PBRC),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Klaus-Dieter Weltmann(라이프니츠 저온플라즈마연구소(INP),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위원: Kai Masur (독일 INP/APMC), 김도영(광운대,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이원태(연세대, 생화학과),김선정
(동국대 생명과학대/의대), 권재성(연세대, 치대/병원), 권병수(부산대, 의대/병원), Nagendra Kaushik,
백구연, 박경순(광운대, PBRC/APMC), 박장식, 이승호, 한인, Manish Adhikari, Pawana Adhikari,
최진성(PBRC/APMC), 김동일(ATI), 김문학 (프라바이오), 배준형(다우코리아), 주대규(바이오플라테크)
⚫ 실무위원

최진성, 최우정 (PBRC/APMC)
목적
 플라즈마 의과학 기초 및 응용 기술 소개
 플라즈마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풀라즈마 의료기기 관련 표준화 및 관련 규정 개발 및 제정

주요 프로그램
 플라즈마 의과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관련 규정 및 표준화 전략
 플라즈마 의과학 최신 연구성과 소개 및 사업화 전략 논의
 플라즈마 의료기기 산업체 기술성과 발표 및 업체간 네트웍 구축

프로그램(안)
13:10 ~ 15:40 등록
사회자 : 한인
13:30 ~ 13:45 개회식 및 PBRC/APMC 기관 및 연구 결과 소개
최은하 센터장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플라즈마 의과학센터)

Session A 플라즈마 의료기기 표준화 및 규정
좌장 : 최은하
13:45 ~ 14:10 “미정”
허영 박사 (산업기술평가원, 25분)
14:10 ~ 14:35 “의료기기와 표준”
김국한 팀장 (식품의약품 안전처, 25분)
14:35 ~ 15:00 “미정”
Kai Masur 교수 (독일 라이프니츠 INP연구소, 25분)
15:00 ~ 15:15 “치과 의료기기 표준과 플라즈마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 방안”
권재성 교수 (연세대학교, 15분)
15:15 ~ 15:30 “창상 치유용 대기압저온플라즈마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개발“
이승호 교수 (광운대학교, 15분)
15:30 ~ 15:45

Break

Session B 플라즈마 의과학 기초 및 응용연구
(각 15 분, 총 45 분) 좌장 : 이승호
15:45 ~ 16:00 “Treatment with Toll like receptor agonist imiquimod enhances antitumor activity induced by bio-plasma
treatment”

권병수 교수 (부산대학교병원)

16:00 ~ 16:15 “대기압 바이오 플라즈마와 암세포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난치성 암치료 전략 수립”
김선정 교수 (동국대학교)
16:15 ~ 16:30 “바이오 플라즈마를 이용한 상처치유 모델에서의 효과 검증”
한인 교수 (광운대학교)

Session C 플라즈마 의료산업체 개발 및 제품 소개
(각 15 분, 총 90 분) 좌장 : 최진성

16:30 ~ 16:45 “대면적 플라즈마 화상,창상 치료기-동물시험 결과 및 전자파, 플라즈마 전기안정성 시험 진행 상황 공유“
김동일 상무 (ATI)
16:45 ~ 17:00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소방서 감염관리실용 구급장비 살균 소독 캐비넷 개발“
배준형 대표 (다우코리아)
17:00 ~ 17:15 “미정” 김문학 회장 (프라바이오)
17:15 ~ 17:30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치료용 의료기기 소개” 김병철 대표 (서린메디케어)
17:30 ~ 17:45 “미정” 주대규 대표 (바이오플라테크)
17:45 ~ 18:00 “미정” 손량희 대표 (Emma)
18:00 ~ 18:15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기술개발 동향” 임유봉 대표 (플라즈맵)

18:15 ~ 18:20

Session D
18:20 ~ 18:30

Break

제 2 차 한국 플라즈마의과학산업협회 (KPMA) 총회
개회식 및 환영사

사회자 : 박장식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협회장 인사

18:30 ~ 18:40 협회 경과 보고
18:40 ~ 19:00 정관 수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안건 상정 및 투표
19:00 ~ 19:10 토의사항
19:10

19:20 ~ 20:30

협회장 폐회 선언

만찬

장소: 80 주년 기념관 2 층 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