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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실험동물학회
동계심포지엄

(사)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정기 동계학술대회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1월
23-26일(3박4일)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의 지속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험동물 분야로는 유전
체연구, 질환모델 개발 및 활용,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순수 의

•주소 및 연락처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TEL. 033-339-0000
•알펜시아 교통안내는 홈페이지(http://www.alpensiaresort.co.kr)에서 확인 가능

생명기초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

ㅣ참가 안내ㅣ

는 단국대 서민 교수님의 ‘실험동물의 기생충’에 대한 특별강연과

2019. 01. 23(수) - 26(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bioinformatics, infection, cancer genome, animal models for

➊ 사전등록 :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brain disease 등 7개의 학술세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연구자 및

➋ 포스터 접수 :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실험동물기술원들의 새로운 충전을 위하여, 실험동물연구 분야

➌ 등록 및 접수방법 : 한
 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nm.kalas.or.kr)

별 심포지엄, 실험동물기술원 교육강연, IACUC 심포지움 등 3개
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세션을 진행합니다.
동계학술대회는 우리 회원들 간의 학술교류 및 친화와 교육을 위

온라인 접수

➍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2018. 11. 5 ~ 2018. 12. 31)

현장등록
(2019. 1. 24 ~ 1. 25)

학생회원

70,000원

100,000원

해 마련한 자리이오니,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한겨울 하얀 설원을 만끽하시
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회원

평의원

등록비

등록비 +
2019 연회비

등록비

등록비 +
2019 연회비

80,000원

110,000원

120,000원

150,000원

등록비

등록비 +
2019 연회비

등록비

등록비 +
2019 연회비

130,000원

120,000원

80,000원

감사합니다.

170,000원

비회원

100,000원

150,000원

국제회원

100,000원

100,000원

전시업체

60,000원

100,000원

※ 입회비 및 연회비는 학술대회 등록 시 함께 납부 가능합니다.



(사)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이 범 준

※ 환불은 2019년 1월 7일(월)까지만 가능합니다.

➎ 숙박안내 : 학술대회 홈페이지(nm.kalas.or.kr) 참조

한국실험동물학회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223호
Tel. 02-364-1909 Fax. 02-584-1909 E-mail. kalas@kalas.or.kr

주최
후원

한국실험동물학회

01. 24 [Thursday]

행/사/안/내
날짜

1.23(수)

1.24(목)

1.25(금)
1.26(토)

행사

일시

장소

학술심포지엄 1

01. 25 [Friday]
10:00-12:00 / 포레스트홀

인증위원회 총회

14:00-17:00

대관령룸

Bioinfomatics

평의원회

17:00-18:00

대관령룸

이혜옥 (서울삼성병원)

이사회

18:00-19:00

TBA

Tumor landscape drawn from single cell RNA
sequencing

개회식

09:40-10:00

포레스트홀

DEARTrans: Dynamic expression analysis
repository of transcriptomes

강근수 (단국대학교)

Transcriptomic and epigenomic regulation of
human macrophages by interferon-gamma

강규호 (충북대학교)

젊은과학자 발표

최승범 (동국대일산병원)

기술원 퀴즈

10:00-10:30

레이크홀

런천세미나 1

12:00-13:30

포레스트홀

런천세미나 2

12:00-13:30

레이크홀

총회 및 환영만찬

18:00-20:00

포레스트홀
레이크홀

런천세미나 3

12:50-14:10

포레스트홀

런천세미나 4

12:50-14:10

레이크홀

폐회식

16:00-16:30

포레스트홀

산학연 워크숍

09:00-12:00

대관령룸

2019
KALAS
WINTER
SYMPOSIUM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실험동물기술원 교육강연 1

10:00-12:00 / 레이크홀

실험동물기술원 퀴즈

기획위원회

실험동물분야의 직업 안전

박종환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에서 알아야할 인수공통전염병

제정환 (서울대병원)

생물안전작업대의 검증 및 안전관리

유차열 (CHC lab)
13:30-15:30 / 포레스트홀

A step toward the research on microorganisms and infectious diseases
Animal model for emerging and re-emerging
viruses

박만성 (고려대학교)

Commensals of two kinds, promoter or eliminator
of enteric Infection

윤상선 (연세대학교)

Active targeted surveillance for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 using multiplex PCRbased next-generation sequencing

김원근 (한림대학교)

젊은과학자 발표

정보현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심포지엄 3

13:30-15:30 / 레이크홀

Cancer genome
Endotrophin at the nexus of obesity-related
metabolic disease

박지영 (UNIST)

Role of YANK3 in cancer

이창훈 (동국대학교)

Animal models and therapeutic molecular targets
of lung cancer

노진경 (울산대학교)

젊은과학자 발표

양인형 (전북대학교)

Special Lecture
실험동물의 기생충

포스터발표1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 개요
개의 행동 및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
실험용 영장류의 행동 및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

실험동물기술원 교육강연 2

실험실 안전과 Biohazard

학술심포지엄 2

KAIACUC 심포지엄

08:30-10:50 / 포레스트홀

실험동물의 환경 및 행동 풍부화

15:50-16:50 / 포레스트홀
서 민 (단국대학교)
17:00-18:00 / 메도우홀

박재학 (서울대학교)
연성찬 (서울대학교)
홍정주 (KRIBB)
09:00-10:50 / 레이크홀

실험동물의 외과적 처치
외과적 수술의 준비
실험동물의 마취 및 진통
소동물 수술과 수술 후 관리
중대동물 수술과 수술 후 관리

학술심포지엄 4

전현정 (한국식품연구원)
김종성 (KBIO)
허승호 (서울아산병원)
장하영 (KBIO)
11:00-12:50 / 포레스트홀

Thermoregulation and metabolism
Use of phytochemical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adipocyte biology and the applications in obesity
Role of innate immune system in thermogenic
tissue development
Muscle thermogenesis and metabolic effect of
fructose-biphosphatase 2 KO mice
젊은과학자 발표

학술심포지엄 5

박계원 (성균관대학교)
이민우 (순천향대학교)
이희영 (가천대학교)
경동수 (서울대학교)
11:00-12:50 / 레이크홀

Lessons from building up new laboratory animal facility in Korea
강병철 (서울대학교)
Basic concept of laboratory animal facility
전현정 (한국식품연구원)
Survey of Laboratory animal facility in Korea
강은아 (분당서울대병원)
Microenvironmental control in rodent facility
Designing platform for systemic mouse phenotyping 손수진 (KMPC)

포스터발표2

13:40-14:40 / 메도우홀

학술심포지엄 6

14:10-16:00 / 포레스트홀

Animal models for brain diseases
GiD mouse: a novel animal model for reactive
astrocytes and Alzheimer’s disease
Rediscovery of GIT1 hetero mice as more practical
model for hyperactivity
Pathogen metabolite-odorant receptor interactions
shape the pathogen-brain axis
젊은과학자 발표

분과심포지엄

이창준 (KIST)
윤보은 (단국대학교)
구재형 (DGIST)
강나나 (DGIST)
14:10-16:00 / 레이크홀

실험동물생산분과
국내 실험동물 토끼 사용현황과 발전방향
질환모델 미니돼지의 개발동향
소형원숭이 마모셋의 활용방안 및 관련 연구
국내 실험동물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최재영 (샘타코)
최기명 (옵티팜)
김중현 (KBIO)
배춘식 (전남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