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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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명과학자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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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온라인 동시 개최)

초대의 글
제 20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WBF)의 20주년 총회와 심포지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Virtual 시대의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데이터로
바라보는 virtual 시대의 변화상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송길영 박사님의 재밌는 강의와
더불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순신 장군 어머님의 발자취에 대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님의
구수한 특별강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제정한 석오 여성 과학자 및 새별
여성과학자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자들의 좋은 강연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2021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기쁨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묵 인 희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 등록안내
사전등록 : 8월 16일 ~ 9월 13일 https://event-us.kr/35954
등록비(사전/현장) : 교수, 책임, 선임연구원급 (5만원/7만원), 포닥 및 학생 (1만원/2만원)
회원가입(연회비) : 정회원 (5만원), 준(학생)회원 (1만원), http://womenbio.org 등록
현장등록은 9월14일 오전 9:30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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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life 시대, 여성생명과학자의 행복한 도전과 소통
사회 : 정주희 학술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개회식
13:00~13:10

환영사

묵인희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축사

이우일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희선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부: 심포지엄

Virtual life 시대, 여성생명과학자의 행복한 도전과 소통

13:10~13:40

데이터가 이룬 투명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13:40~14:10

초계 변씨의 삼천지교

14:10~14:20

기념 촬영

송길영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윤동한 회장 (한국콜마)

2부: WBF 시상식 및 수상강연
WBF 석오 생명과학자상
14:20~14:50

WBF 석오 생명과학자상 시상식 및 수상강연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14:50~15:15

WBF 새별여성과학자상 시상식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15:15~15:25

학술진흥상 수상강연

15:30~15:50

펠로십 수상강연

이유미 교수 (경북대학교)
강단비 교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김보람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박민희 교수 (경북대학교)
이효정 센터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사회 : 임형신 총무위원장 (한양대학교)
3부: 인턴십 수료식
15:50~16:25

인턴십 수료식 및 우수포스터상 시상식

16:25~16:50

전체 기념 촬영 및 휴식

4부: 정기총회
16:50~17:40

사업보고 및 임원선출

17:40~18:00

정년퇴임 기념식

사회 : 진미림 기금위원장 (가천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여성과학자 특별 심포지엄과 네트워킹
IFI16 inhibits DNA repair that amplifies type I interferon-induced
antitumor effects in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Role of YANK3 in mRNA splicing and export of breast cancer cells

가나리 박사 (서울대학교)
김현지 박사 (동국대학교)

10:30~10:45

Regulatory role of endothelial Runx3 in HFD-induced hepatic steatosis

김혜정 박사 (경북대학교)

10:45~11:00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혈액 바이오마커의 발굴 및 진단키트 개발

한선호 박사 (서울대학교)

11:00~11:10

휴식

11:10~11:25

결핵 면역기전 이해를 통한 감염병 제어 기술 개발

11:25~11:40

방사선 폐섬유화에서 Smurf2에 의해 조절되는 HSP27의 역할

11:50~12:50

여성학문후속세대의 성장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네트워킹

10:00~10:15
10:15~10:30

김진경 박사 (충남대학교)
전슬기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