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AMERICAN
BIOSCIENCE FORUM 2022
미국내대표한인생명과학자협회

NEBS, NYKB, KOLIS, KLAM 합동온라인컨퍼런스
2022. 1. 22.  Saturday 

1:00 PM – 5:00 PM (EST)    10:00 AM – 2:00 PM (PST)
Registration link

2022 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날

CONTACT US
NEBS 회장이재교: president@nebskorea.com NEBS 홈페이지: http://www.nebskorea.com
NYKB 회장양종원 : nybk2008@gmail.com NYKB 홈페이지: http://nykb.org
KOLIS 회장김선기: kolis.president@gmail.com KOLIS 홈페이지: https://www.kolis.org
KLAM 회장노승언 : klam21205@gmail.com KLAM 홈페이지: https://klamus.org/

https://docs.google.com/forms/d/1SogaUI-uGISUUchlgR-DKrZm9f4sXlxLS8dBLXrukfw/edit?usp=sharing
mailto:president@nebskorea.com
http://www.nebskorea.com/
mailto:nybk208@gmail.com
http://nykb.org/
mailto:kolis.president@gmail.com
https://www.kolis.org/
mailto:klam21205@gmail.com
https://klamus.org/


2022 KOREAN-AMERICAN BIOSCIENCE FORUM SPEAKERS

노승언박사 (Seung-Eun Roh)
Johns Hopkins University
Imaging immediate early gene NPTX2 at synapses 
in vivo during critical period plasticity and behavior 
relevant to schizophrenia 

이상수박사 (Sang Soo Lee)
Johns Hopkins University
Plasticity of an excitatory thalamic circuit
controls homeostatic SWS persistence 

김태완박사 (Taewan Kim)
Memorial Sloan Kettering Institute
Human Pluripotent Stem Cell based Platform to 
Study and Treat Parkinson’s Disease

박정환박사 (Jung Park)
Columbia University
Novel experience resets brain circuitry to 
facilitate cognitive flexibility

김은하박사 (Eunha Kim)
Harvard Medical School
Maternal gut bacteria drives intestinal inflammation 
in offspring with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by 
altering the chromatin landscape of CD4+ T cells

윤혜진박사 (Haejin Yoon)
Harvard Medical School
Dynamic regulation of mitochondrial metabolism 
in metabolic disease

김헌석박사 (Heonseok Kim) 
Stanford University
Single cell characterization of CRISPR-modified 
transcript isoforms with nanopore sequencing

윤혁석박사 (John Yoo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Molecular Control of Thermogenesis and Energy 
Balance



2022 KOREAN-AMERICAN BIOSCIENCE FORUM SPONSOR

존경하는 NEBS, NYKB, KOLIS, KLAM회원여러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국지사장박순만입니다.
2022년임인년새해에제 2회전미생명과학자의날을맞아회원님들께인사드립니다.
앞으로대한민국생명과학에중추역할을하게될차세대한인생명과학자들이한자리에모이는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날에
공동으로주관하게해주신회장님과임원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 2년은코로나19로인해전세계가경제및사회적으로큰어려움을겪었습니다.
코로나가지속됨에따라우리나라기업들의바이오헬스분야진출관심이더욱증가하고있습니다. 진흥원미국지사는이런
시기에우리기업들이전세계보건산업시장규모제약분야 1위및글로벌리더쉽분야최상위국인미국진출에기여하는것을
뜻깊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진흥원미국지사는한국과미국의교두보로자리매김을함으로서우리나라보건산업의위대함을미국에알리고, 다양한보건
산업영역들을지원해시너지를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진흥원을통해여러한국기업들이성공적으로한단계도약해추후미국진출을꿈꾸는다른기업들에게새로운희망을줄수
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비록비대면으로진행되는행사라모든분들을실제로뵙지는못하겠지만, 행사기간동안 NEBS, NYKB, KOLIS, KLAM 에서
마련해주신네트워크를기반으로교류와협력의장이되길기원합니다.
2022년올한해도진흥원미국지사가성장해우리나라보건산업발전에힘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국지사장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박순만



회장단인사말

안녕하세요. 2022년 KOLIS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기입니다.
최근 COVID-19 바이러스가 여러 변이로
인해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판데믹 상황에서 저희
생명과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한인 생명과학자들의
학술성과를 서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미국 생명과학자 협회들이 다시
모여 제 2회 전미 한인 생명과학자의 날을
기획하였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생명과학자들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하게 최신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서부
베이 지역의 스탠포드, UC 버클리, UC 
데이비스, UC 샌프란시스코 소속 한인
생명과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KOLIS 역시
전세계 생명과학자들과의 학술교류와
네트워킹에 힘쓰겠습니다. 
전미생명과학자의 날이 앞으로도
생명과학을 선도하고 교류의 중심이 되어
계속해서 발전하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KOLIS 회장 김선기 올림

안녕하십니까. 뉴잉글랜드생명과학협회
(NEBS) 회장이재교입니다. 무엇보다 2022 
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날을 KOLIS, NYKB, 
KLAM 그리고 KHIDI와함께주최하게되어
너무큰영광이라고생각합니다. 쉽게그끝을
알수없는 COVID-19의여파로미국내한인
과학자분들의학술교류가계속제약받고
있음이안타깝지만, 이렇게온라인
플랫폼으로미국동부, 서부그리고올해에는
Maryland 지역을포함한한인
생명과학자분들의학술교류에도움을드릴
수있으매이번행사의의미가크다고생각이
듭니다. 또한각분야의뛰어난학술적성과를
성취하신여덟분의연사들과, 비록이번에는
저희들이선정해드리지못하였지만그에
못지않은너무나훌륭한내용으로서지원해
주신지원자분들께도진심어린감사의
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New England 지역의
한인생명과학자커뮤니티에큰축을맡고
있는저희 NEBS는앞으로도한인
과학자분들의학술교류및네트워킹에
기여할수있는많은기회를만들고, 
참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
NEBS를항상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참여또한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소중한기회를만들고
진행하는데있어많은도움을주신 KOLIS, 
NYKB, KLAM 및보건산업진흥원과 NEBS 
임원진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NEBS 39대회장,
이재교올림

NEBS 회장이재교 박사 KOLIS 회장김선기 박사



회장단인사말

안녕하세요. 뉴욕한인생명과학자 협회
(NYKB) 회장 양종원 입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이 길어지는
가운데 많은 전미 한인과학자분들의
한땀한땀의 노력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온라인세대에 맞춰 작년에
시작된 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 날을
이번년도에도 이어나 갈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 년도에는 KLAM 
(Korean Life Scientists Association of 
Maryland)에서 새롭게 함께 해주셔서, 제2 
전미한인과학자의 날이 작년보다 더욱
기대가 됩니다. 동부와 서부의 다양한
분야의 한인 생명과학자분들이 함께
학술교류를 하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Rutgers University)의 많은 학교와
연구소들의 협력의 중심이 되는NYKB는
앞으로도 한인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명과학자분들의 좋은 학술교류, 
네트워킹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제13대 뉴욕한인생명과학자 협회 회장

양종원 올림

NYKB 회장
양종원, PhD candidate

안녕하세요. 2022년 KLAM의 회장을 맡게
된 노승언입니다 (JHU Neuroscience). 
먼저는 NEBS, NYKB, 그리고 KOLIS에서
작년부터 이러한 훌륭한 포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 KLAM도 이번부터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동주최해주신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가 참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른
지역의 새로운 분들을 뵐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다니 저 또한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한인 과학자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면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평소 가질 수
없었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많은
단체와 한인 과학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KLAM에서도 하나된 네트워킹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LAM 회장 노승언 올림

KLAM 회장노승언 박사



2022 KOREAN-AMERICAN BIOSCIENCE FORUM AGENDA

Scientific session I 
1:10 -1:35pm NEBS awardee I

Speaker: 노승언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Moderator: 고현용박사 (Boston Children’s Hospital, NEBS)

1:35 - 2:00pm KOLIS awardee I
Speaker: 김태완박사 (Memorial Sloan Kettering Institute)

Moderator: 김선기박사 (UC Berkeley, KOLIS)
2:00 - 2:25pm NYKB awardee I

Speaker: 김은하박사 (Harvard Medical School)
Moderator: 윤태진박사 (NYU, NYKB)

2:25 - 2:50pm KLAM awardee I
Speaker: 김헌석박사 (Stanford University)

Moderator: 장민혁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KLAM)

2:50 - 3:10pm Networking session I
Q&A room 1: NEBS, KOLIS speakers
Q&A room 2: NYKB, KLAM speakers

Networking rooms

Scientific session II 
3:10 - 3:35pm NEBS awardee II

Speaker: 이상수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Moderator: 유창현박사 (MIT, NEBS)

3:35 - 4:00pm KOLIS awardee II
Speaker: 박정환박사 (Columbia University)

Moderator: 이현철박사 (UC Berkeley, KOLIS)
4:00 - 4:25pm NYKB awardee II

Speaker: 윤혜진 (Harvard Medical School)
Moderator: 윤태진박사 (NYU, NYKB)

4:25 - 4:50pm KLAM awardee II
Speaker: 윤현석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Moderator: 장민혁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KLAM)

4:50 - 5:10pm Networking session II
Q&A room 1: NEBS, KOLIS speakers
Q&A room 2: NYKB, KLAM speakers

Networking rooms

Opening remark
1:00 - 1:06pm NEBS, NYKB, KOLIS and KLAM 단체장인사말
1:06 - 1:10pm 축사: 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지사장님)

5:10 - 5:30pm Raffle event 
Moderators: Drs. 정현국 (NYKB), 이현철(KOLIS), 박진석 (NEBS), 장지현(KLAM)

* Times in Eastern Standard time (EST)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We hope you all have a productive 2022, 

and 
See you at the 2023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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