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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인 과학자 협회

(경유)
제

목

2020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Travel Grant Awards 후보자 추천 의뢰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는 재외 한인 과학자들의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재외 한인 과학자 협회 소속의 회원을 Travel Grant Awards 후보자로 추천 받아 심의 후, 우리
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초청, 심포지엄에서 구두 발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3. 이에 귀 협회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 지원자를 접수받은 후에 우리 학회에 2-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추천 시, 다음의 심포지엄 주제 중 발표 가능 세션을
확인하시어 희망하는 발표 세션 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단, 상의 취지에 따라 국내 취업 예정자 혹은 귀국 예정자는 배제한 후 추천 바랍니다.
5. 최근 여러 재외 한인과학자 협회에서 Travel Grant Awards 후보자 추천 요청이 있어
향후 특정 협회가 아닌 모든 재외 한인 과학자를 신청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학술대회 명: 2020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5일(월)-7일(수),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 심포지엄 주제:
번
호

1

주제

3

Cilia Signaling and Signal Perception
Noncanonical Nucleic Acids: from structure to cellular
functions
Human Microbiome, Probiotics and Pharmabiotics

4

Histone Modification in Senescence and Cancer

5
6
7
8
9

Data-driven Cancer Research in Translation
Recent Advances in Peroxisome-related Human Health
Applied Plant Sciences
Transposable Elements from Evolution to Disease
Metabolism and Cell Death

10

Neurobiology of Addiction and Reward

11

13

Hippo and Wnt Signaling in Diseases
Translational Research for Biomedical Application of Nucleic
Acid-based Therapeutics
Plant Stress Biology

14

Cellular Stress Response and Cell Fate

15
16
17
18

Aging Researches from the Basic to the Application
Epigenetic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Genome Engineering using CRISPR
Post-translational Protein Modification and Proteostasis
Deep-learning enhanced Imaging Infection & Antimicrobial
Resistance
Glycobiology

2

12

19
20

오거나이저(소속)

김기우(연세대)
김경규(성균관대)*
김지현(연세대)
박현성(서울시립대),
김정애(생명공학연구원)
박종배(국립암센터)
하헌주(이화여대)
정영희(전남대)
차희재(고신대)
이인혜(이화여대)
김정훈(POSTECH),
백자현(고려대)
조익훈(서울시립대)
김정훈(서울대)
손기훈(POSTECH)
권오유(충남대),
한재석(순천향대)
권은수(KRIBB)
김태경(POSTECH)
김형범(연세대), 김경미(고려대)
전영주(충남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양원호(연세대)

21
22
23
24

Mitochondria and Human Diseases
Neural Ensemble Mechanism underlying Brain Function
Targeting the Tumor Microenvironment & Cancer
Immunotherapy
Stem Cell Based Disease Modeling

강병헌(UNIST)
한진희(KAIST)
예상규(서울대)
김계성(한양대), 차혁진(서울대)

*연례 개최 심포지엄

4) Travel Grant Awards 후보자 제출 자료
(1) 이력서(발표 논문 목록 포함)
(2) 대표 논문 3편의 초록
(3) 발표 희망 심포지엄 세션 명(다수 선택 요망)
5) Travel Grant: 참가자 별 2,000,000원(세전) 지원
6) 추천 마감일: 3월 13일(금)
7) 제출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사무국 (home@ksmcb.or.kr)

사단법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 장 조 진 원

수신자 재외 한인 과학자 협회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w York Korean Biologists)
담당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백자현, 학술위원회 위원장 배윤수, 학술상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시행 한분생 2020-49
우 06130

(2020. 2. 28)

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5호

전화번호 02-568-4490

팩스번호 02-558-0131

/ home@ksmcb.or.kr

/ www.ksmcb.or.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