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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요

과 정 명    인체조직감시원 및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기본)

교육일정

1차  2020년 8월 12일 (수)

교육시간
 1일 / 7시간  (1차, 2차, 3차)

 2일 / 21시간 (4차)

2차  2020년 9월 8일 (화)

3차  2020년 10월 20일 (화)

4차  2020년 11월 17~18일(화~수) (예정)

 ※ 4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인체조직감시원

-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장,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

교육장소

1차  온라인교육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2차  온라인교육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3차  온라인교육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4차  온라인교육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교육정원  150명 (증원 가능)

교육형태  온라인교육     

교 육 비  무료

 교육신청 방법

□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 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

  ○ 교육과정 등록 방법 

     1)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 접속 

     2) 팝업창 중 “2020년도 제3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 및 감시원 교육”클릭

     3) 사전 등록 탭 클릭 → 필수사항 작성 → 확인 

  ○ 교육 사전접수 기간 (홈페이지) : 2020. 9. 28(월) ~ 2020. 10. 15(목)

    ※ 교육 당일 온라인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기간 내에 사전등록부탁드립니다

2020년 제3차 인체조직감시원 및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기본) 

http://www.kat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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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표

※ 교육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각의 수료증은 추후 발급예정임.

 안내 전화

□ 교육 및 등록 :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윤도건, 이지선

                  (TEL : 02-2639-5908)

□ 기타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서유정

                   (TEL : 043-719-3658)

시 간 교육 내용

09:30~14:00 감시원 및 종사자교육(기본) 공동 프로그램

10:00~10:50
인체조직 이해 

(을지대학교병원 이광원 교수)

10:50~11:30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수 주무관)

11:30~12:10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한기 교수)
12:10~13:10 점심 및 휴식 

13:10~13:40
기증자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공공조직은행 강고은 팀장)

13:40~14:00
인체조직 안전관리통합전산망의 이해와 활용 

(인터페이스 최미영 팀장)
14:00~18:00 감시원 교육 프로그램 종사자교육(기본) 프로그램

14:00~14:15  휴식

14:15~15:00

인체조직관리기준(GTP)의 이해 I 

(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

(TUV SUD 안찬민 Auditor)

인체조직관리기준(GTP)의 이해

(중앙대학교 병원 차영주 교수)

15:00~15:40

인체조직관리기준(GTP)의 이해 II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공공조직은행 정유진 팀장)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미희 심사관)
15:40~15:50 휴 식 휴 식

15:50~16:30
인체조직 가공처리업무 이해

(한림의대 전욱 교수)

조직은행 허가갱신 및 변경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림 심사관)

16:30~17:40

조직은행 GTP 점검 

지적사례 및 토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유정 주무관)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정보/ 부작용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유정 주무관)
17:40~18:00 설문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