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암미세환경연구분과 심포지엄
(2018년 11월 23일(금) 고려대학교)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암미세환경연구분과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암미세환경을 이루는 면역세포
의 PD-1과 CTLA-4 수용체의 발견 및 억제제 개발에 대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 되었습니다.
암미세환경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20호
•주최: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주관: 암미세환경연구분과

• 사전/현장 등록 방법 변경 안내
올해부터

웹사이트를 통한 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사전 등록 (11월 5일 -22일)
우측 링크를 클릭하시면 등록 웹사이트 (http://www.ksmcb.or.kr/local/local02.html) 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행사사전등록을 클릭하신 후 분과 (암미세환경연구분과)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2. 현장 등록
행사 당일에 등록 데스크에 오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결제 안내
연구비카드 결제는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카드 결제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PI급: 12만원 / -PostDoc: 8만원 / -학생: 5만원
4. 영수증 발급 안내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되고, 등록 웹사이트의 확인 및 수정 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메일/비밀번호
로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본 심포지엄에서 저녁 만찬은 제공되나, 별도의 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심포지엄 관련 문의: 연세대학교 서준영 교수 ( jyseo0724@yuhs.ac)

• 학술프로그램
11월 23일 (금)
등록

12:00 – 12:50
12:50 – 13:00

사회: 서준영 (연세대)

개회사 및 환영사

분과장: 예상규 (서울대)

Session I. Cancer microenvironment and cancer immunotherapy
좌장: 김태우 (고려대) & 박세광 (인제대)
13:00 – 13:25

How can we enhance treatment responses of anti-PD-1?

신의철
(KAIST)

13:30 – 13:55

Towards next-generation T cell therapy for cancer

김찬혁
(KAIST)

14:00 – 14:25

A novel role of tumor-associated macrophages in the tumor metabolism

14:30 – 14:55

Immune suppressive myeloid cells: a major hurdle for cancer immunotherapy

안지완
(POSTECH)
연제인
(연세대)

15:00 – 15:30

Coffee Break

Session II. Cancer microenvironment and signaling pathways
좌장: 박인철 (원자력의학원) & 이윤한 (계명대)
김유선

15:30 – 15:55

Necroptotic cell death signaling and tumorigenesis

16:00 – 16:25

pH-dependent regulation of p62/SQSTM1 during autophagy

16:30 – 16:55

Spatial-specific growth regulation of mouse neuroepithelium

17:00 – 17:25

In silico drug repositioning of bortezomib to reverse metastatic effect of
GALNT14 in lung cancer

(아주대)
송현규
(고려대)

17:30 – 17:40

폐회사

18:00 – 23:00

만찬

김진우
(KAIST)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암미세환경분과장 예상규

(서울대)

분과장: 예상규 (서울대)

암미세환경연구분과 심포지엄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