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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기간
2019년 09월 01일 (일) ~ 10월 06일 (일)
등록비
PI급: 10만원
Postdoc 및 연구원: 8만원
학생: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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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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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준혁
junhyucklee@kopri.re.kr

2019 한국 단백질 학회 학술대회

Emerging Technologies on Protein Science
10월 11일 (금)

Registration

08:00-17:00

Opening Remarks

한국단백질학회장 최선

Symposium I: Computational methods
Chair: 김승중 (KAIST)

09:50-10:00
10:00-12:00

Introduction to advanc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for

박지용

solving problems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IBS at KAIST)

Challenges in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unfolded

유제중

proteins and protein-DNA complexes

(IBS at POSTECH)
오병하

Computational protein design

(KAIST)

Lunch Time (식권 제공 / Faculty club: 연사 및 PI)
Symposium II: Emerging techniques
Chair: 차선신 (이화여자대학교)

12:00-13:30
13:30-15:30

Time-resolved pH-induced dynamics using serial femtosecond

김경현

crystallography

(고려대학교)

Thermodynamics of intermolecular interactions in protein science

Versatile mechanism of the Crispr-Cas system and its application

Coffee Break

이영호
(KBSI/UST)
우의전
(KRIBB/UST)

15: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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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III: Protein sciences in the biotech industry
Chair: 이준혁 (KOPRI)

16:00-18:00

Novel long-acting dual agonist for the treatment of nash and

김종균

metabolic disease

(유한양행)

Simplifying protein expression and purification based on cell-free

김명일

protein system

(Bioneer)

Holotomography techniques for non-invasive label-free 3D

이수민

imaging of live cells and materials

(Tomocube)

Protein affinity analysis using MicroScale Thermophoresis (MST)

Closing Remarks

차기 한국단백질학회장

Dinner Time

회장 최

Timm Hassemer
(동영과학)

18:00-18:10
18:10-20:00

선 (이화여자대학교)

총무 차 선 신 (이화여자대학교)
재무 이 준 혁 (KOPRI)
학술 김 승 중 (KAIST)
홍보 정 가 영 (성균관대학교)
운영 유 우 경 (DGIST)
도움 대한 환경 위해성, 보건 과학회 / 한국구조생물학회
후원 ㈜노보텍 / 동영과학㈜ / ㈜바이오니아 / ㈜루미나노 / ㈜TS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