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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989년에 창립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지난 27년 동안 활발한 학술활동과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 생명과학계의 대표학회로 성장하였으

며, 활발한 국제협력과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이 분야의 국제적 학회

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이학, 의약학, 농수산학 등 여러 생명과학

분야에서 분자·세포생물학의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900여 명의 박사급 정회원과 학생회원, 단체회원, 산업체 회원 

등 등록회원이 1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매년 가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연

구자의 소통증진과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원의 연구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학

술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학술대회, 5개 지역분회와 20개 학술분과의 학술활동, 그리

고 차세대 생명과학의 꿈나무를 위한 경암바이오유스캠프 등을 개최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명과

학 분야의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외 생명과학계의 중심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꾸준

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올 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회는 다각적인 노력과 단합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청년

기를 지나, 이제 내실을 다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단계의 꿈과 비전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학술대회(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는 오는 10월 12일(수)-14일(금)의 기간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본 

학술대회는 국내 생명과학 분야 최대 학술대회로 4,000명 이상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할 것으

로 기대되며 일반 연구자 발표초록 편수도 1,000편을 상회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본 국제학

술대회에 귀사도 전시, 홍보, 후원업체로 참가하시어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에게 우수한 제품과 최신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학회에서도 귀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귀사의 제품과 기술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주관하는 정기국제학술대회에 귀사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최	준	호

인 사 말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정기학술대회 개요

대  회  명	 | 국문 | 2016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 영문 |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14일(금)

	 | 세미나 | 2016년 10월 12일(수)-14일(금)

	 | 전시 및 포스터 발표 |	2016년 10월 13일(목)-14일(금)

장      소	 서울 코엑스 

	 | 세미나 | Conference Room (3F-4F)

 | 전시 및 포스터 발표 | Hall D1 (3F)

참가규모 	 국내외 약 4,000여 명

대회구성	 | 세미나 | Presidential Lecture, 기조강연, 학회주관 시상 강연, 20개 분야 심포지엄, 런천 심포지엄 등

	 | 전시장 | Exhibition, 1,000여 편 포스터 발표	

주  최  자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Tel: 02-568-4490, Fax: 02-558-0131

 E-mail: home@ksmcb.or.kr, Homepage: www.ksmcb.or.kr

    전시 개요

일      시	 | 전시 | 2016년 10월 13일(목)-14일(금) 9:00-18:00

	 | 설치 | 2016년 10월 12일(수) [독립부스] 9:00-19:00 / [기본조립부스] 16:00-19:00

	 | 철거 | 2016년 10월 14일(금) 18:00-22:00

장      소	 서울 코엑스 Hall D1 (3F)

신청기간 	 현재-2016년 7월 22일(금), 선착순 마감

참가규모 	 100여개 업체 140부스 전시 예정

    전시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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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016년도	전시	참가	신청	시에	2017년도	전시	부스를	사전	신청	하시면,

	1)	동일	부스	신청	업체	중	우선순위	배정

	2)	2017년도	전시	부스비의	5%	할인	혜택	제공

부스 독립부스(면적 제공) 기본조립부스(면적+기본장치 제공)

1부스 2,600,000원 2,800,000원

2부스 4,800,000원 5,200,000원

3부스 6,900,000원 7,400,000원

4부스 8,800,000원 9,500,000원

5부스 9,800,000원 11,100,000원

6부스 11,400,000원 12,700,000원

(VAT별도)



    부스 장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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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보,	멀티탭은	자체적으로	준비.

*부스설치	시	주어진	면적을	벗어나	통로	쪽으로	시공하지	못함.

·규격:	3m	x	2m(가로	x	세로)

				(*높이는	4m로	제한함.)

·테이블:	150cm(W)	x	70cm(L)	1부스당	1개	제공

·의자:	1부스당	2개	제공

·전기:	1부스당	1.5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바닥:	파이텍스

면적 제공

독립부스

면적+기본장치	

기본조립부스

·규격:	3m	x	2m	x	2.5m(가로	x	세로	x	높이)

·테이블:	150cm(W)	x	70cm(L)	1부스당	1개	제공

·의자:	1부스당	2개	제공

·전기:	1부스당	1.5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조명:	형광등	40W	1개,	Spot-light	100W	3개	제공

·상호	제작:	부스	간판에	회사명	제작(국/영문)

·안내데스크:	1부스당	1개

·바닥:	파이텍스

전시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부대 시설비

    전시 부스 신청 및 납부 절차

    전시 취소 공제 규정

					납부계좌

국민은행 454101-01-129531,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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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비용

바코드리더기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	방명록	관리	시스템으로,	
전시	후	2주내에	자료를	엑셀파일로	제공함.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참가자의	정보에	한해	제공됨.)

1개	무료
(추가	신청	시,
100,000원/대)

랜(LAN)
인터넷	사용을	위한	랜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유선랜	사용을	권장.)

80,000원(유선)

28,000원(무선)

전기	 기본제공	전기용량	이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전기용량 30,000원/Kw

상호간판	로고제작 기본부스에	한하며,	부스	간판에	로고	제작 40,000원/개

전시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AT별도)

온라인 신청

계약금 납부 및 신청 접수 완료

잔금 납부

전시 부스 위치 선정 회의

신청마감 2016년 6월 30일(목)

신청 총액의 50% (전시 참가 신청 후 2주 내 납부 확인 후 신청 접수 완료)

2016년 7월 29일(금)

2016년 9월 초 (추후 공지)

01

02

03

04

*전시 참가비는 반드시 안내된 일정에 따라 납부바랍니다.

기간 공제율

신청	이후-5월	31일(화) 신청	총액의	20%	공제

6월	1일(수)-6월	30일(목) 신청	총액의	50%	공제

7월	1일(금)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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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참가 혜택

	 	 	 업체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약 12,500여 명의 학회 회원에게 매달 이메일 홍보 지원

              

   

   

   · 업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 담당자들의 교류 허브 마련

   · 참관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진행

   · 업체의 신제품 소개 및 유용한 자료 공유를 위한 포스터 발표 세션 구성

   · 모든 업체에 참관객 등록 바코드 리더기 1대 무료 제공

   · 주차권 지급 (1-2부스: 1매/일, 3부스 이상: 2매/일)

   · 식권 지급 (부스 당 1개, 2일 간 지급)

   · 업체의 전시 물품 보호를 위해 경비업체의 야간경비 지원

	 	 	 ▶전시 참여 회사에 대한 상시적 홍보를 위하여, 올해부터 정기학술대회 ‘전시 참여 회사 소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학 / 연구소의 실험실에 배포할 예정

    부스 위치 선정

9월 정기학술대회 전시업체 설명회 및 부스 위치 선정 회의(일정 추후 공지)에 참석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부스 위치를 선정합니다. 

*		2016년도	전시	참가	신청	시에	2017년도	전시	부스를	사전	신청	하시면,	1)	동일부스	신청	업체	중	우선순위	배정,	2)	2017년도	전시	

부스비의	5%	할인	혜택	제공

전시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On-Line Marketing |

| Support |

| 전시 참여 회사 소개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

Sponsorship Package 
및 다부스 신청 순

2017년도 전시
사전 신청 순

접수 순

Step 1 Step 2 Step 3

*관련 업체간 연합부스 설치는 금합니다.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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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ship Package

[ Package A ]

항 목 내 용 금 액

1.	정기학술대회	전시 독립부스	4부스 880만원

2.	광고

학회	발송	이메일	서명에	후원사명	표기	(12개월) 600만원

국문	메인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0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1면) 100만원

정기학술대회	등록부스	로고	홍보 100만원

3.	정기학술대회	런천심포지움 2회 1,000만원

4.	정기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1,000만원

5.	학술상	후원금 상패	제외한	홍보물에	후원사명	표기 1,000만원

6.	우수포스터상	후원금 “OOO	(후원사명)	우수포스터상”	으로	시상 600만원

소계 총액 5,580만원

합계 →  5,000만원

•	추가	혜택	:	
				1)	정기학술대회	현수막	및	초록집,	포스터에	후원사명	표기

				2)	정기학술대회	사전등록대	부스	정면에	후원사명	표기

				3)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항 목 내 용 금 액

1.	정기학술대회	전시 독립부스	4부스 880만원

2.	광고

국문	메인	홈페이지	배너	광고	(12개월) 60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	업체	홍보물	삽입	(1면,	자체제작) 20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1면) 100만원

정기학술대회	등록부스	로고	홍보 100만원

3.	정기학술대회	런천심포지움 2회 1,000만원

4.	정기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1,000만원

5.	우수포스터상	후원금 “OOO	(후원사명)	우수포스터상”	으로	시상 600만원

소계 총액 4,480만원

합계 →  4,000만원

•	추가	혜택	:	
				1)	정기학술대회	현수막	및	초록집,	포스터에	후원사명	표기
				2)	정기학술대회	사전등록대	부스	정면에	후원사명	표기
				3)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 Package B ]

후원 및 
광고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AT별도)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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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 C ]

항 목 내 용 금 액

1.	정기학술대회	전시 독립부스	3부스 690만원

2.	광고

국문	메인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0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	업체	홍보물	삽입(1면,	자체제작) 20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1면) 100만원

정기학술대회	등록부스	로고	홍보 100만원

3.	정기학술대회	런천심포지움 2회 1,000만원

4.	정기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1,000만원

소계 총액 3,390만원

합계 →  3,000만원

•	추가	혜택	: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항 목 내 용 금 액

1.	정기학술대회	전시 독립부스	3부스 690만원

2.	광고

국문	메인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00만원

정기학술대회	메인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150만원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1면) 100만원

정기학술대회	등록부스	로고	홍보 100만원

3.	정기학술대회	런천심포지움 2회 1,000만원

소계 총액 2,340만원

합계 →  2,000만원

•	추가	혜택	: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항 목 내 용 금 액

1.	정기학술대회	전시 독립부스	1부스 260만원

2.	정기학술대회	런천심포지움 2회 1,000만원

소계 총액 1,260만원

합계 →  1,000만원

•	추가	혜택	: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 Package D ]

[ Package E ]

후원 및 
광고 안내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AT별도)

(VAT별도)

(VAT별도)



항 목 금 액

노벨상	수상자	강연	후원 3,000만원

기조강연	후원 2,000만원

심포지엄	후원 400만원

Travel	Award	후원 200만원

우수포스터상	후원 600만원

•	추가	혜택	:	

				1)	“OOO	(후원사명)	OOO상”	으로	시상

				2)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무료	게재(1면)

항 목 금 액

가방	후원Ⅰ 가방	전면	업체	홍보	(신청	가능:	1개	업체) 1,000만원

가방	후원Ⅱ 가방	한	면	하단	업체	명	홍보	(신청	가능:	5개	업체) 300만원

항 목 금 액

정기학술대회	경품	후원금 500만원

•	추가	혜택	:	

				1)	경품에	후원사	표기

				2)	해당	업체	담당자가	경품	증정	가능

				3)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광고	무료	게재	(1면)

구분 내용

일					정
Session	1-4:	2016년	10월	13일(목)	12:10-13:00
Session	5-7:	2016년	10월	14일(금)	12:20-13:10

내					용 제품/신기술	홍보,	인력채용	안내	등	업체	자율

비					용 5,000,000원/Session	(VAT	별도)

제					공 1)	런천	심포지엄	홍보	-	사전	이메일	발송	및	현장	홍보
2)	발표	장비(빔프로젝터,	마이크)	및	진행요원	2명(*노트북은	별도	지참)
3)	참가자	중식(샌드위치와	음료)	(최대	150인분)

신청	마감 2016년	8월	31일(수)

신청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smcb.or.kr)	→	전시	및	후원,	광고	안내	→	전시	→	전시	신청

납부	계좌 국민은행	454101-01-129531,	예금주: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각 Sponsorship Package의 세부 항목은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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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Sponsorship

    Luncheon Symposium

[ Sponsorship Ⅰ]

[ Sponsorship Ⅱ ]

[ Sponsorship Ⅲ ]

정기학술대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	및	제품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및 
광고 안내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AT별도)

(VAT별도)

(VAT별도)



광고 위치 면 당 발간부수 발간월 발간횟수

홈페이지	배너
메인 500,000원/월

수시	접수
서브 250,000원/월

웹진 메일 500,000원/회 매달	초 1회/월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1,000,000원 1,000부 1월	말 1회/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지 1,000,000원

4,000부 10월	초 1회/년
뒤표지 2,000,000원

광고 내용 금액 신청 업체 내용

업체	동영상	홍보 2,000,000원 1업체
강연	휴식	시간마다	업체가	준비한	홍보	동영상	상영

(10분	이내	영상	자료)

초록집	내	업체	홍보물	삽입 2,000,000원 5업체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내	업체	홍보물	삽입

(1면,	자체제작)

참가자	등록	부스 1,000,000원 5업체 등록대	전면에	업체명	또는	로고	홍보

인터넷라운지 1,000,000원 1업체 부스에	업체	로고	또는	기타	홍보	포스터	게재

	 	 								 	 	 								 	

국민은행 454101-01-129531,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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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

[ 온라인 및 책자 광고 ]

[ 정기학술대회 광고 ]

[ 신청 방법 ]

[ 납부 계좌 ]

후원 및 
광고 안내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AT별도)

(VAT별도)

학회 홈페이지
(www.ksmcb.or.kr)

전시 및 후원,
광고 안내

광 고
온라인

광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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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부 록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Thursday, October 13, 2016

▶ Wednesday, October 12, 2016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Friday, October 14, 2016

Time/Place Rm. 300 Rm. 307 Rm. 308 Rm. 401 Rm. 402
09:00-10:30 Registration

10:30-12:00 Young Investigators'
Session I

Young Investigators'
Session II

Young Investigators'
Session III

AMOREPACIFIC Great
Global Next Generation

Research Award Lectures
Global Network 

Session

12:00-13:00 Break

13:00-14:40
Sym. 01

Evolutionary Dynamics
of Transposable

Elements 

Sym. 02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Disorders

Sym. 03
Unconventional

Intercellular Protein
Trafficking 

Sym. 04
Control of Neural

Circuits for Animal
Behavior

Sym. 05
Cell Division Control
during Development

14:40-15:10 Break

15:10-15:30 Opening Ceremony (Rm. 401)

15:30-16:20 Plenary LectureⅠ. Irving L. Weissman, M.D. (Rm. 401)

16:20-17:00 KSMCB Life Science Award Lecture (Rm. 401)

Time/Place Rm. 300 Rm. 307 Rm. 308 Rm. 401 Rm. 402
Hall D1(3F)

Poster/Exhibition
08:00-09:20 Registration

Poster Posting
I

09:20-18:00

*Poster
Presentation I

13:00-14:40

09:20-11:00

Sym. 06
Cilia as Dynamic

Organelles in
Development and

Disease 

Sym. 07
Cell Cycle Control in

Disease

Sym. 08
Epigenetic Roles in
Cellular Processes

Sym. 09
Memory Engram

Sym. 10
Pathway and Network

Analysis of Disease
Genomics Data

11:00-11:20 Break

11:20-12:10 Plenary Lecture II. Emmanuelle Charpentier, Ph.D. (Rm.401)

12:10-13:00 Company Workshop 1
(Luncheon)

Company Workshop 2
(Luncheon)

Company Workshop 3
(Luncheon)

Funding for Biomedical 
Research in Korea

KSMCB
Council Meeting

13:00-14:40 Break & Poster Viewing (Hall D1)

14:40-15:10 여성생명과학자상 (Rm. 401)

15:10-16:00 Plenary Lecture III. Alexander Rudensky, Ph.D. (Rm. 103)

16:00-16:20 Break

16:20-18:00

Sym. 11
Cell Fate Determination

Sym. 12
Phospholipids as

Bioactive Cell Signaling
Molecules

Sym. 13
Autophagy in Cellular

Homeostasis and 
Human Diseases

Sym. 14
Role of Oncogene in

Altered Tumor
Metabolism and CSC

Generation

Sym. 15
Mechanistic Regulation

of Organ Fibrosis

18:00-19:00 Welcome Reception for Principal Investigators 
([Lu:], COEX (1F))

Welcome Reception for Students/Postdoctoral Fellows 
(Rm. 401 Lobby)

 

Time/Place Rm. 300 Rm. 307 Rm. 308 Rm. 401 Rm. 402
Hall D1(3F)

Poster/Exhibition
08:00-09:20 Registration

Poster Posting
II

09:20-17:00

*Poster
Presentation II

13:10-15:00

09:20-11:00

Sym. 16
Metabolic Symdrome 

and Cancer                                             

Sym. 17
Aging and
Metabolic

Homeostasis

Sym. 18
Big Data, System Biology

And Global Health

Sym. 19
Tumor Microenvironment 

and Heterogeneity: 
Emerging Targets for 

Cancer Treatment and
Prevention

Sym. 20
Hippo Signaling in
Development and

Disease 

11:00-11:30 Break

11:30-12:20 Plenary Lecture Ⅳ. Daniel Klionsky, Ph.D. (Rm. 401)

12:20-13:10 Research Ethics
Sym. (Korean)

Company Workshop 4
(Luncheon)

Company Workshop 5
(Luncheon)

KSMCB General
Assembly

Company Workshop 6
(Luncheon)

13:10-15:00 Break & Poster Viewing (Hall D1)

15:00-15:50 Presidential Lecture. (Rm. 401)

15:50-16:20 Ilchun Memorial Lecture (Rm. 401)

16:20-16:40 Break

16:40-17:00 Macrogen Scientist Award Lecture (Rm. 401)

17:00-18:00 M&C Award/TakaRa Excellence Thesis Awards/SeouLin Bioscience Outstanding Ph.D. Thesis Awards/
 Poster Awards & Closing Remarks (Rm.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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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Plenary Lectures    

    Symposia    

Daniel Klionsky, Ph.D.
(University of Michigan, USA)

Emmanuelle Charpentier, Ph.D.
(Max Planck Institute, Germany)

Alexander Rudensky, Ph.D.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USA)

Irving Weissman, M.D.
(Stanford University, USA)

Sym. No. Title Organizer Affiliation

1 Evolutionary Dynamics of Transposable Elements 김희수 부산대학교

2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Disorders
류성호 POSTECH

성제경 서울대학교

3 Unconventional Intercellular Protein Trafficking
김진우 KAIST

고영규 고려대학교

4 Control of Neural Circuits for Animal Behavior 김정훈 POSTECH

5 Cell Division Control during Development 이건수 서울대학교

6 Cilia as Dynamic Organelles in Development and Disease 김준 KAIST

7 Cell Cycle Control in Disease 이창우 성균관대학교

8 Epigenetic Roles in Cellular Processes 윤홍덕 서울대학교

9 Memory Engram 강봉균 서울대학교

10 Pathway and Network Analysis of Disease Genomics Data 이인석 연세대학교

11 Cell Fate Determination 황일두 POSTECH

12 Phospholipids as Bioactive Cell Signaling Molecules 서병창 DGIST

13 Autophagy in Cellular Homeostasis and Human Diseases 조은경 충남대학교

14 Role of Oncogene in Altered Tumor Metabolism and CSC Generation 이윤한 계명대학교

15 Mechanistic Regulation of Organ Fibrosis 이정원 서울대학교

16 KSMCB/MNUMS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 Joint Symposium 박종선 충남대학교

17 Aging and Metabolic Homeostasis 권기선 KRIBB

18 Big Data, System Biology and Global Health 한국파스퇴르연구소

19 Tumor Microenvironment and Heterogeneity: Emerging Targets for Cancer 
Treatment and Prevention 서영준 서울대학교

20 Hippo Signaling in Development And Disease 이준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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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Layout

부 록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COEX, Hall D1(3F)

※ 전시장 도면은 전시 부스 신청완료 후,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부스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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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SMCB Organizing Committee

	 회장/이사	 최준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차기회장/이사	 임인경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이명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부회장/이사	 이명철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학과	 	

	 	 송규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사

	 류기중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박영인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조진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물학과	 	

	 	 허성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감사
	 이상열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전용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사무총장	 이승복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학술위원장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학술운영위원	 이승재	 포스텍	생명과학과	 	

	 기금위원장	 이준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유전공학연구소	 	

	 기금운영위원	 예상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기획위원장	 오구택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기획운영위원	 고기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회지편집위원장	 성노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		

	 	 김재상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류왕식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백자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송민호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회지편집운영위원	 윤대진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이현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정선주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정종경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조윤제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뉴스지편집위원장	 김재홍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생명과학부	 	

	 뉴스지편집운영위원	 김유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출판위원장	 김은희	 충남대학교	생명과학부	 	

	 출판운영위원	 김선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의학	연구센터	 	

	 국제협력위원장	 황온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국제협력운영위원	 김동욱	 한양대학교	약학과	 	

	 산학연협력위원장	 서연수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산학연협력운영위원	 이현식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선거관리위원장	 김재상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선거관리운영위원	 유해용	 성균관대학교	융합의과학과	 	

	 학술상위원장	 정선주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학술상운영위원	 서태근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산위원장	 이유미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전산운영위원	 황대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윤리위원장	 남명진	 가천의과대학교	생명과학부	 	

	 직함	 성명	 소속 	 직함	 성명	 소속

	 윤리운영위원	 박종일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일천위원장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일천운영위원	 박종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복지위원장	 최강열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	 	

	 복지운영위원	 신화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융합사이언스위원장	 박우진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융합사이언스운영위원	 박계원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동계학술위원장	 최도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동계학술운영위원

	 이정신	 강원대학교	분자생명과학과	 	

	 	 고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육위원장	 백자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육운영위원	 송미령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분회운영위원장	 김재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분회운영위원	 김하일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홍보위원장	 최		진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홍보운영위원	 서나영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재무운영위원	 선		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회원운영위원	 이근욱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강원분회장	 허성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대구경북분회장	 석경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대전충청분회장	 최동국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부산울산경남분회장	 고상석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	 	

	 호남제주분회장	 최현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뇌신경발생학분과장	 조익훈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단백질대사분과장	 권용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리보핵산분과장	 심해홍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마우스유전체분과장	 오구택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미토콘드리아분과장	 정종경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분자바이러스학분과장	 이숙경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섬모세포소기관분과장	 이주헌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세포주기분과장	 조윤제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스트레스와	샤페론분과장	 채한정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실험실	 	

	 시스템생물학분과장	 조광현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식물분자생물학분과장	 이병하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암미세환경연구분과장	 예상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에피유전체학분과장	 김형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쁜꼬마선충분과장	 김규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동성유전인자분과장	 김희수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제노프스분과장	 김재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제브라피쉬분과장	 박해철	 고려대학교	의과학과	 	

	 지질생물학분과장	 오세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초파리분과장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페록시좀분과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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