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 길

KTX 울산역(통도사)에서 337번 버스를 이용하여 UNIST에서 하차하거나 327, 807번 버스를 

이용하여 유니스트 입구에서 하차합니다.(택시 이용 시 : 약 5분)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 서울산 IC ▶ 울산방면 24 번 국도 ▶ UNIST(서울산 IC 에서 10 분 소요)

항공편

울산공항에서 402,452 번 버스를 이용 ▶ 태화루에서 하차 ▶ 807 번 버스로 환승 ▶  유니스트 입구에서 하차. 

5003 번 KTX 리무진을 이용 ▶ 굴화 주공아파트 앞에서 337, 733 번 버스로 환승 ▶ 유니스트에서 하차.

버스

133 출발 ↔ 도착 꽃바위차고지 ↔ UNIST

233 출발 ↔ 도착 연암차고지 ↔ UNIST

304 출발 ↔ 도착 율리 ↔ UNIST

327 출발 ↔ 도착 태화강역 ↔ UNIST ↔ 삼남신화

337 출발 ↔ 도착 꽃바위차고지 ↔ UNIST ↔ 삼남신

울산지방검찰청

유니스트(울산과기원)

울주군청

공업탑로터리

울산광역시청

터미널

태화강역

공항

부산방향(해운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경주방향

2030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회
제1회 게놈코리아 컨퍼런스

일시   2015. 12. 17.(목) 14:00

장소 UNIST 본관 4층 경동홀

주관 울산광역시, UNIST



행사개요

행사일정

행   사  명 2030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회

 제1회 게놈코리아 컨퍼런스

일시/장소 2015. 12. 17.(목) 14:00 / UNIST 본관 4층 경동홀

행 사 주 관 울산광역시, UNIST

참 석 대 상 정부 및 지자체,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체, 펀드 등

주 요 내 용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 

 게놈코리아 추진전략 발표 (게놈코리아 참여의향서 체결식)

 관련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간시 계획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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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소개

경과보고

개회사, 환영사

축사(주요내빈)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

게놈코리아 추진전략 발표

게놈코리아 참여의향서 전달식

휴 식

서민아 교수 (성균관대학교)

배성철 교수 (UNIST)

휴 식 

Edgar MacBean (Illumina, USA)

김병철 대표 (클리노믹스)

폐회

1부

2부

모시는 글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UNIST  총장  정  무  영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심인 울산광역시는 바이오메디컬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50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이 있는 울산광역시는 첨단 융합기술이 필수적인 바이오메디컬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제어, 화학 등의 고유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울산광역시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대병원은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선도산업의 하나로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30

울산바이오메디칼산업 발전전략 발표회는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육성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병장수시대, 웰에이징 (Well Aging) 시대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제1회 게놈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게놈코리아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