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심포지엄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B1)
◦주 최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후 원 :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 센터, BK21, 줄기세포신약개발센터,
BRL, 바이오이미징센터, 단디바이오사이언스㈜
◦문 의 : 연구원 행정실 02)2049-6001

PROGRAM
일시 : 2018.

12. 7.(금) 10:00 ~ 17:00

장소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B1)

10:00~10:10

개회사

10:10~10:20

축사

10:20~10:30

격려사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session 1 (면역연구센터)

좌장 : 김성수 (경희의대)

10:30~10:55
10:55~11:20
11:20~11:45

박영민 (건국대 의생명과학연구원장)
한설희 (건국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Transcription factor NFAT is essential to rheumatoid arthritis
Development of Disease-customized Probiotics for Infection
Control and Inflammation Alleviation
Anti-cancer New Herbal Medicinal Product Development with
Promising Molecular Targets

11:45~13:00

김완욱 (가톨릭의대)
윤상선 (연세의대)
고성규 (경희한의대)

점심 (식사제공)

session 2 (종양진단연구센터)

좌장 : 김보경 (건대의전원)

13:00~13:25

IL-5, IL-28A, and HSP70-1 in bladder cancer

문성권 (중앙대)

13:25~13:50

Targeting Epigenetic Regulators in Aggressive Breast Cancer

공구 (한양의대)

13:50~14:15

Therapeutic positioning of secretory APE1/Ref-1

session 3 (신경연구센터)

전병화 (충남의대)
좌장 : 신찬영 (건대의전원)

14:15~14:40

Dysfunction of the dorsal striatum promotes autistic-like
behaviors

14:40~15:05

Dopamine System and Impulsive Behavior

15:05~15:30

Functional interactions of dopamine D3 receptor with receptor
tyrosine kinases and ionotropic receptors

15:30~15:40

백자현 (고려대)
김경만 (전남약대)

Coffee Break Time

session 4 (줄기세포연구센터)
15:40~16:05

한평림 (이화여대)

In vitro maturation of human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intestinal organoids

좌장 : 정형민 (건대의전원)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05~16:30

Organoid technology; Challenges on the road to the clinic

16:30~16:55

Organs in a dish

유종만 (차의과대)
한동욱 (건대의전원)

◦주 최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후 원 :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 센터, BK21, 줄기세포신약개발센터, BRL, 바이오이미징센터,
단디바이오사이언스(주)
◦참석자 : 관심 있는 교수, 연구원, 학생 등 누구나
◦문 의 : 연구원 행정실 02) 2049-6001

좌장 및 연자
좌장
김성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김보경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교실 교수
신찬영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교수
정형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교실 교수

연자
session 1 (면역연구센터)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 교수
윤상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session 2 (종양진단연구센터)
문성권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교수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전병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session 3 (신경연구센터)
한평림 이화여자대학교 뇌ㆍ인지과학과 교수
백자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김경만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교수
session 4 (줄기세포연구센터)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종만 차의과학대학교 미생물학교실 교수
한동욱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교실 교수

찾아오시는 길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10번건물)
지하1층 대강당

문

의  02-2049-6001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
버

스  건대입구역사거리 하차
240, 721, 2016, 2222, 3217, 3220, 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