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ISABS,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서 개최 

 

--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개인 맞춤 의학 회의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2019년 2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ISABS(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Sciences), 메이요 클리닉 및 세인트 캐서린 병원이 올 6월 17~22일에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서 "제11회 ISABS 법의학 및 인류학적 유전학회의 및 맞춤 의학에 관한 

메이요 클리닉 강의(ISABS Conference on Forensic and Anthropologic Genetics and Mayo Clinic 

Lectures in Individualized Medicine)"(http://www.isabs.net)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American 

Academy for Forensic Sciences가 지원하며, 개인 의학 및 재생 의학, 약학유전체학, 분자 진단학, 

줄기세포 치료, 후성 유전학, 바이오 뱅킹, 미생물군 유전체, 암 유전학, 면역치료, 법의 

유전학과 인류학적 유전학, 고대 DNA 분석 등과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94251-isabs-medicine-conference-in-split-croatia/ 

 

이번 회의에는 메이요 클리닉, 하버드 의과대학, 컬럼비아대학, 프린스턴대학, 

펜실베이니아대학, MIT, 듀크대학, 막스 플랑크 연구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Wistar Institute, 조지워싱턴대학, Erasmus MC 대학에서 50명이 넘는 

연설자가 초청됐으며,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Robert Huber 교수(막스 

플랑크 연구소), Avram Hershko 교수(Technion), Paul Modrich 교수(듀크대학) 등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ISABS 회장 Dragan Primorac 교수는 "의학의 미래는 개인 맞춤 치료에 달려 있다"라며 "ISABS 

2019 회의에서는 건강관리 제도를 위한 큰 가치를 창출한 개인 맞춤 의학의 힘과 발전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맞춤 의학 분야에서 젊은 과학자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를 한 자리에 초청한 것만 봐도 ISABS 회의의 집념을 알 

수 있다"면서 "또한, 이 회의에서는 최근 수년간 법의학 유전학과 인류학적 유전학 분야의 큰 

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ABS(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Sciences)는 미국 법과학 학회 연합이자, 법의학 

및 인류학적 유전학과 개인 맞춤 의학 분야 굴지의 학회다. ISABS 과학위원회는 네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 최고의 의사 및 과학자로 구성된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메이요 클리닉은 전체 병원 

순위에서 1위에 있으며, 다른 미국 병원보다 더 많은 전문 영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세인트 캐서린 병원은 유럽에서 우수성의 중심지이자 'Global Healthcare Accreditation'을 획득한 

유럽 최초의 병원이다.  

 

굴지의 건강 기술 업체 Royal Philips는 처음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별로 구체적인 치료를 지원한다.  

 

"제11회 ISABS 법의학 및 인류학적 유전학회의 및 맞춤 의학에 관한 메이요 클리닉 강의"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isab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ISABS 2019 Organizing Committee 

info@isabs.hr 

 

Severina Evic 

info@isabs.hr 

모바일: +385-91-244-55-89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819639/International_Society_for_Applied_Biological_Science

s.jpg ) 

 

출처: 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Sciences (ISA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