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차세대 한인 
생명과학자들 한 곳에 모인다! 

Speakers 
양재현 박사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Loss of epigenetic information as a cause of mammalian 
aging 

허지연 박사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NY): The innate immunity protein IFITM3 
modulates γ-secretase in Alzheimer’s disease 

김윤석 박사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Structural Foundations of Optogenetics 

한태호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an Francisco, CA): Astrocyte-derived IL-33 promotes 
activity-dependent microglial synapse engulfment and 
restricts seizure susceptibility 

이동훈 박사 (Rockefeller University, New York, NY): 
Sensory coding mechanisms revealed by optical tagging of 
physiologically defined neuronal types 

홍준영 박사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 Developmental Programming of Long-term 
Immunity of CD8 T cells by Perinatal Stress Hormone 

 
 

 ONLINE CONFERENCE 

2020. 12. 12. Saturday 
 

1:00 PM – 5:00 PM (EST) 
     10:00 AM – 2:00 PM (PST) 
 

Registration LINK 
 

https://forms.gle/2ddFsWUPQ4EhWqk89 

CONTACT US 

KOLIS 회장 이기현: kolis.president@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kolis.org/ 

NYKB 회장 백정은: nykb2008@gmail.com 

홈페이지: http://nykb.org/ 
 
NEBS 회장 박준석: president@nebskorea.com 

홈페이지: https://www.nebskorea.com/ 
 

 2020 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 날 

KOREAN-
AMERICAN 
BIOSCIENCE 
FORUM 2020 

미국 내 대표 한인생명과학자 협회 
NEBS, NYKB, KOLIS 합동  

온라인 컨퍼런스 
미국 전역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연구소 내 200-300 명 한인 생명과학자들간의 

학술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여 대한민국 

생명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안녕하세요 

올해 KOLIS 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기현입니다. 
저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현재 Gladstone 
Institutes 에서 선천성 심장 이상의 유전적 
요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NYKB, NEBS 
회장님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 있는 생명 과학자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는 [전미한인생명과학자
의 날]을 주최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
들이 영향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감염병의 대유행
으로 이렇게 장소를 불문한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OLIS 
또한 이런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난 
11월 김빛내리 교수님을 기조 연사로 모시고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KOLIS는 
온라인 발판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벗어나 
시애틀, LA, 샌디에고 등 전 서부 지역의 한인 생명 
과학자 분들의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미국 내 
생명 과학자 세 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가 추후 한인 생명 과학자 분들의 정기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합니다.  

KOLIS 회장 이기현 올림   

안녕하세요 

금년 NYKB 회장을 맡고 있는 백정은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금년 
NYKB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고자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큰 
결실이 미국 내 분산되어 있던 차세대 생명
과학자들을[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인
생명과학자들이 훌륭한 연구실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개인에 국한된 네트워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자간 교류가 
미흡하였는데,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의 활성화로 인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행사가 미국 각 지역에 큰 
기반을 갖춘 세 개의 한인 생명 과학자 협회들이 
주축되어 시작되었지만, 이는 이러한 취지의 
노력을 실현 시키기 위한 신중한 시도로 
생각해주시고, 더 다듬고 개선하여 전 세계 한인
생명과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NYKB 회장 백정은 올림        

반갑습니다 

현 뉴잉글랜드 생명 과학 협회 (NEBS) 회장 
박준석 (Harvard 면역학과)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분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COVID19의 
여파는 여기 바이오 학문과 산업의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와 보스턴에도 도달했습니다. 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교류'에 있어 
물리적인 제약이 생기며 한인 과학자 커뮤니티는 
새로운 도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을 저희 
NEBS 는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과 함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전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가상
미팅 및 컨퍼런스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가상 환경에서의 학술 
발표와 네트워킹에 친숙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 [전미한인생명과학자의날]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흩어져있던 
미국 내 한인 생명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들을 
처음으로 모으는 시간을 가진다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미 전역에서 훌륭한 연구를 생산해 
내고 있는 한인 생명 과학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학술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학문적/산업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 행사가 COVID-19
으로 만들어진 기회를 발판삼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EBS 회장 박준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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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ᅦ 1회 전미한인생명과학자의날 홍보무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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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5_배겨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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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6_배겨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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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회장 인사마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