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KHUPO 프로테오믹스 신기술
워크샵

한국단백체학회(KHUPO) 에서는 7월 1일(월) ～ 3일(수)까지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
수원에서 ‘2013 KHUPO 프로테오믹스 신기술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워크샵 첫날은 프로테오믹스의 소개와 함께 프로테옴 분석을 위한 시료전처리법과 프로테옴
정량분석을 위한 질량분석법에 관한 교육을 시작으로, 젊은 과학도들이 땀흘려 이룬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프로테오믹스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다양한 주제발표를 듣고, 프로테오믹스가
앞으로 나아가고, 연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2박 3일간 진행하여, 연구자들 간에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프로테오믹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원들께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개요
행 사 명 : 2013 KHUPO 프로테오믹스 신기술 워크샵
일

정 : 2013년 7월 1일(월) ～ 3일(수)

장

소 :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주

최 : 한국단백체학회(KHUPO)

등 록 비 : 60,000원
숙박장소 :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 숙 박비 : 5만원 /일 (1-2인 실, 침실1 ), 6 만원/ 일 (3 -4인실 , 침 실1, 온돌 1)
* 선착순 마감. (이후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외부시설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팩스(02-393-6589) 또는 이메일
(admin@proteomix.org)로 송부 후 입금계좌로 등록비 및 숙박비 입금
입금계좌 : 농협 317-0001-5762-91, 예금주 : 한국단백체학회
신청기한 : 2013년 6월 24일(월) 18시까지
취소 및 환불 : 2013년 6월 25일(화) 18시 이전 취소 시 10% 공제 후 송금, 이후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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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KIST 강릉분 원 과학기 술연수 원
- 강 원도 강릉 시 대전동 290번 지 KIST 강릉분 원내 (033-650-3800)

문의
한국단백체학회(KHUPO) 사무국 이희자 (02-393-8328, admin@proteomix.org)
홈페이지 : www.khup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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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7월 1일 (월 )
13:00 - 13:40
13:40 - 13:50
13:50 - 14:00

등록
개회사
환영사

김찬화 (KHUPO 회장, 고려대학교)
함정엽 (KIST 천연의약연구센터장)

프로테오믹스: 기초/시료전처리법/MRM-MS
Chair : 김찬화(고려대학교)
Proteomic profiling techniques for biosigniture candidates
using LC-MS/MS spectrometry
이용욱 (서울대학교)

14:00 - 14:40

Lecture 1

14:40 - 15:20

Lecture 2

nano LC-MS/MS 분석을 위한 기초 시료전처리법
이형주 (연세프로테옴연구원)

15:20 - 16:00

Lecture 3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Analysis
김준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0 - 16:20

for

Quantitative

Proteomic

Coffee Break

Young Scientist-Yea r's Author
16:20 - 16:35

Chair : 이봉희(가천대학교)
Hrp3 controls nucleosome positioning to suppress non-coding
transcription in eu- and heterochromatin
최윤정 (한국과학기술원)

16:35 - 16:50

Integrative Proteomic Profiling of
Interactions Using Protein Arrays
공덕훈 (강원대학교)

16:50 - 17:05

Structure of Nm23-H1 under oxidative conditions
정재호 (이화여자대학교 &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

17:05 - 17:20

Proteome-wide discovery of mislocated proteins in cancer
변경희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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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Activity

and

Young Scientist-Poster Aw ards
17:20 - 17:30

Chair : 권호정(연세대학교)
Discovery of fibulin-4 and melanotransferrin as serological
markers of colorectal cancer by secretome analysis and
quantitative proteomics
신지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30 - 17:40

Comparison of tear proteins between healthy and early
diabetic retinopathy patients
김준범 (고려대학교)

17:40 - 17:50

Genomics based discovery of mitochondrial modulator
regulating cardiac differentiation from mouse embryonic stem
cells
허혜진 (인제대학교)

17:50 - 18:00

Integrated Glycoproteomics Demonstrates Fucosylated Serum
Paraoxonase 1 Alterations in Small Cell Lung Cancer
안정모 (서울대학교)

18:00 - 18:10

Probing Protein Complex Dynamics with Mass Spectrometry
이진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10 - 18:20

Label-free Quantitative Proteomics and N-terminal Analysis
of Metastatic Lung Cancer Cells
민호필 (서울대학교)

18:20 - 18:30

Development of Glycoprotein Analysis (GPA) System for
High-throughput Automated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N-linked Glycopeptides
박건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00 -

저녁식사 [후원 :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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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화 )
초청연자 강연 Ⅰ
Chair : 유종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ith MALDI-TOF MS Analysis of

09:30 - 10:00

Lecture 4

Cancer Screening
Serum Glycans
박창원 ((주)아스타)

10:00 - 10:30

Lecture 5

Industrial approaches to the biomarkers and biologics: Roles
of innovative proteomics
박형순 (다이아텍코리아(주))

10:30 - 11:00

Lecture 6

iHTac combined with mass spectrometry screening of
natural products
최용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00 - 11:20

Coffee Break

초청연자 강연 Ⅱ
11:20 - 11:50

Lecture 7

11:50 - 12:20

Lecture 8

Chair : 조제열(서울대학교)
Workflow for Biopharmaceutical Characterization using
Mass Spectrometer
서정근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Discovery of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for vascular
injury via knowledge- or screening-based proteome studies
강상원 (이화여자대학교)

12:20 - 12:30

기념촬영

12:30 - 14:00

점심식사

2013년 최신 질량분석기법 연구동향: 분야별 발표
14:00 - 17:00

Chair : 성제경(서울대학교)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Protein quantification (Label free and Label)
Protein Assay using MR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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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수 )
[그룹토론]
Chair : 이철주(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0 - 12:00

프로테옴 데이터베이스
프로테옴 데이터의 통계처리
프로테옴연구를 위한 Bioinformatics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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