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제 2호

미래창조과학부 2015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도전) 선정
김철호 교수

생체친화적 플라즈마를 이용한 염증 재생 제어 기술 개발

김병곤 교수

케모카인 신호 기반 중추신경계 축삭 재생

보건복지부 2015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선정
정연훈 교수

라돈 위해성 평가 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IGFBP-2를 방출하는 방추형 나노패턴 패치를 이용한
줄기세포 자극식 비침습성 만성고막천공 치료법의 개발

※ 자세한 사항은 의료원 그룹웨어 게시판 참조

과제명

분야

기간(전산입력)

2015년도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융합기술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바이오이미징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춘 센터 구축지원

2015.8.7(금) 12:00

2015년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기본연구, 보호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기본연구, 보호연구, 이공분야 학문후속대세양성사업
(박사후국내연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2015.8.12(수) 18:00

노인대상 다당질 폐렴구균 백신 효과 평가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비용-효과 분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개발
탄저백신 임상2상 step2 시험허가신청을 위한 효능분석

2015.8.17(월) 18:00
우편 및 직접제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용역연구과제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2015.8.17(월) 16:00

보건복지부 2015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지원 과제

인간유전체 이행연구(다인자성질환, 약물유전체),
국제협력연구(아시아인의 특이질환)

2015.8.20(목) 18:00

복건복지부 2015년도 암정복추진연구
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암 예방 관리 서비스 연구

2015.8.20(목)~
8.26(수) 17:00

2015년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에서 글로벌 수준에 접근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임상제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글로벌 도약과 후속/백업 파이프라인
확보 및 생산·공정·품질 개선 등

2015.7.29(수)~
8.27(목) 17:00

-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3차
정책연구용역과제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7(금)

2015년도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융합기술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마감

12(일)

2015년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마감

2

3

4

5

6

7

8

17(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3차 정책연구용역과제 마감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용역연구과제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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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20(목)

2015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지원 과제 마감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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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6(수)

복지부 2015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마감

23

24

25

26

27

28

29

30

31

27(목)

2015년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마감

9/8(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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