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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한국단백체학회 연례학술대회

(KHUPO 202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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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목) ~ 7월 1일(금), 2일간 

부산 BEXCO 제 2전시장 321-326호(동시 세션), 5A홀(전시장) 

Proteomics for New Bio-Health 

오프라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변경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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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porate Workshop (30분 발표 + 도시락) 

2. 초록집 표지 광고(표4) 

3. 홈페이지 배너광고 연간(12개월) 게재 

4. 연례 학술대회 Banquet 후원  

5. 연례 학술대회 오프라인 부스 2개 제공 

6. 연례 학술대회 종이컵 및 기념품 로고 노출 

7. 연 2회 웹진 광고 삽입 

20,000,000원 

1. Corporate Workshop (30분 발표 + 도시락) 

2. 초록집 표지 광고(표 2-3 선착순 접수) 

3. 홈페이지 배너광고 연간(12개월) 게재 

4. 연례 학술대회 오프라인 부스 제공 

5. 연 2회 웹진 광고 삽입 

10,000,000원 

 

1. Corporate Workshop (30분 발표 + 도시락) 

2. 초록집 내지 광고(선착순 접수) 

3. 홈페이지 배너광고 연간(6개월) 게재 

4. 연례 학술대회 오프라인 부스 제공 

5. 연 1회 웹진 광고 삽입 

8,000,000원 

 

1. 초록집 내지 광고(선착순 접수) 

2. 홈페이지 배너광고 연간(6개월) 게재 

3. 연례 학술대회 오프라인 부스 제공 

4. 연 1회 웹진 광고 삽입 

5,000,000원 

 

기업 주관 런천 세미나(30분 발표 + 도시락) 5,000,000원 

연례 학술대회 시 개최되는 Banquet 후원 

후원사 2인 참석 가능 및 발언 기회 제공 
4,000,000원 

업체명으로 Award 시상 3,000,000원 

연례 학술대회 종이컵에 후원사 로고 노출 4,000,000원 

연례 학술대회 기념품에 로고 노출 2,000,000원 

기본부스 (공간 제공 및 부스 설치까지 제공) 2,000,000원 

독립부스 (공간만 제공. 업체에서 직접 설치) 1,500,000원 

Sponsorship Package 신청사가 선점한  

광고 페이지를 제외한 선착순 내지 광고 
1,000,000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연간(12개월) 게재 2,400,000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6개월 게재 1,200,000원 

연 2회(6월, 12월) 발간되는 웹진에 광고 게재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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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7 한국인간프로테옴기구 창립 및 제 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12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 

2002 03 제 2차 AOHUPO 및 KHUPO 개최  

08 프로테오믹스 신기술 Workshop 개최 

2006 03 KHUPO 프로테오믹스 인명록 발간  

2007 03 KHUPO 프로테오믹스 연구기법 발간  

10 6th HUPO Annual Congress, Seoul 2007 개최 

2011 03 KHUPO 제11차 국제학술대회 및 10주년 기념식 

2013 03 ‘한국단백체학회’로 학회명 변경  

2015 10 학회 홈페이지 www.khupo.org 리뉴얼 

2020 09 제 20차 한국단백체학회 연례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2021 06 10th AOHUPO, Busan 하이브리드 개최 

07 한국단백체학회 20 주년 

        12 웹진 35호 발간 

2022 01 제 11 기 운영위원회  

02 동계 워크숍 개최 (예정) 

06 제 21 차 한국단백체학회 연례학술대회 오프라인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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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한국단백체학회 연례학술대회(KHUPO 2019) 

2019년 3월 28일(목) ~ 3월 29일(금) 

서울대학교 글로벌 엔지니어 교육센터 

오프라인 

등록자 : 150명 / 전시: 27업체 

제 20회 한국단백체학회 연례학술대회(KHUPO 2020) 

2020년 9월 14일(월) ~ 9월 15일(화) 

- 

온라인 

등록자 : 150명 / 전시: 7업체 

제 10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단백체학회 (10th AOHUPO) 

2021년 6월 30일(수) ~ 7월 2일(금) 

부산 벡스코 제 1전시장 214-218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등록자: 665명 / 전시: 19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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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울대학교 안현주 충남대학교 

한진 인제대학교 김진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철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경곤 서울아산병원 

이유진 서울대학교 문정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지용 광주과학기술원 진종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진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도현 서울대학교병원 

박종배 국립암센터 박강식 경희대학교 

김민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백제현 (재)씨젠의료재단 

김정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윤종혁 한국뇌연구원 

변재철 연세대학교 이준석 고려대학교 

황희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민호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종서 서울대학교 

김병규 기초과학연구원 김혜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현우 서울대학교 변경희 가천대학교 

조원련 원광대학교 이태훈 전남대학교 

유병철 국립암센터 조제열 서울대학교 

조문주 브루커코리아㈜ 신용승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배상철 (유)워터스코리아 신병희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안경준 ㈜신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