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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Greeting

안녕하세요? 2022년 학회장을 맡을 박종훈입니다.
COVID19의 엄중한 상황에 학회에 많은 도움과 협력을 주시는 학회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분들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최근에 국내 COVID19 상황이 악화되어 제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상황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OVID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에는 회장님과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운영진들의 헌신적인 노
력과 회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오프라인 중심의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예년과 다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회관련 기업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기업체 여러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BEXCO에서 5월 24일(화)-26일(목)까지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
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내는 4차 유행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내년 학술대회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학술대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오프라인
으로 개최 예정이며 상황이 악화된다면 온라인 학회 운영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명실공히 회원수가 1만 6천명이 넘는 한국 최대 규모이며 70년이 넘
는 역사와 함께 70년사가 발간되는 등 오랜 전통의 학회입니다.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한국생화학분
자생물학회가 통합된 지 1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학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세계
적 수준의 글로벌 학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
기적으로 IUBMB, FAOBMB 등과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활동 중에 학술지 발간 부분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NPG 가입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EMM (IF=8.718) 과, Short communication 형식의 BMB Reports (IF=4.778)는 인용지
수가 해마다 상승함은 물론 올해 특히 괄목할 만한 인용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마의 변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생명과학 분야는 다양성과 함께 중개연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회 통합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술활동 뿐 만 아니라 과학 문화 대중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급변하는 펜데믹 환경 하에서 학회의 살림을 내실화 하면서도 꾸준히 발전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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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국제학술대회 안내 |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22
학술대회 개요
대 회 명 2022년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일

시 2022년 5월 23일(월) - 26일(목)

장

소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참가규모 국내외 약 2,000 여명 예상
프로그램 ·세계 저명 학자들의 기조강연(Plenary Lectures)
·생명과학 및 임상응용 분야를 포괄하는 20개 분야의 심포지엄(Symposium)
·1,000여 편의 포스터 발표
·Bio-Exhibition
·Workshop
·학회 행사 개최
·대중강연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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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Poster

Seminar

Workshop

전시회 안내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전시회 안내 | Exhibition
전시회 개요
기

간 (전시) 2022년 5월 24일(화) - 25일(수) 9:00-16:00
(설치) 2022년 5월 23일(월) [독립부스] 8:00-19:00/[기본조립부스] 16:30-19:00
(철거) 2022년 5월 25일(수) 16:00-22:00

장

소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신청기간 2021년 12월 20일(월) - 2022년 2월 25일(금)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sbmb.or.kr) 접속 → 전시/후원 → 전시 신청
부스배정 온라인 선착순으로 하되, 공식협력사와 다부스 신청업체 순으로 우선권 부여
전시품목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전시품
규

모 114 부스

부스 참가비
분

(단위 : 원/부가세별도)

류

독립부스

기본조립부스

1 부스

2,600,000

3,000,000

2 부스

4,800,000

5,400,000

3 부스

7,000,000

7,700,000

4 부스

8,900,000

9,800,000

5 부스

10,350,000

11,300,000

6 부스

11,100,000

12,300,000

※ 6부스 이상 참가 시, 문의 요망
※ 다부스 신청 시, 보다 많은 혜택이 있는 공식후원사 패키지를 검토바랍니다.

부스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 50% 및 부대시설 금액은 3월 31일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부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납부계좌 : 수협은행, 1010-1183-5778, (사법) 생화학분자생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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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부스 장치안내
독립부스

기본조립부스

면적만 제공

면적+기본장치 포함
•규격 : 3 x 2 x 2.5 m(가로x세로x높이) 공간 및 조립
시스템 부스 설치
•테이블 : 사각 테이블(1200㎜x600㎜) 1부스당 2개,
테이블 보 제공
•의자 : 1 부스당 2개 제공
•전기 : 부스당 1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조명 : 스포트라이트 3개, 형광등 1개 제공
•바닥 파이텍스 제공
•간판 : 국·영문 상호간판 2.930mm x 220mm(가로x세로)

•규격 : 3 X 2 m(가로 X 세로) 공간
※ 부스 제한 높이 : 최대 4m
•테이블 : 사각 테이블(1200㎜x600㎜) 1부스당 2개,
테이블 보 제공
•의자 : 1 부스당 2개 제공
•전기 : 부스당 1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 익스텐션 코드, 장식부착물 등은 자체 준비

기타 부대시설비
구

분

(부가세별도)

단

가

비

고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 방명록 관리 시스템

바코드 리더기

100,000원/대

유선랜

70,000원/port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는 유선랜을 권장함

전기

40,000원/kW

한국이엔아이에 직접 신청

상호간판 로고제작

40,000원/개

기본조립부스 신청에 한하며, 상호간판 기본 디자인에 추가 디자인(로고 등) 반영

전시 종료 후 2주내에 신청업체를 방문한 참관객 자료를 엑셀파일로 제공함

부스 참가 혜택
·17,000여명의 학회 회원에게 홈페이지 및 웹진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지원
·전시 참가 업체의 Company Index를 프로그램 북에 반영
·기본조립부스 신청 업체에게는 국·영문 상호간판을 제공
·1 부스당 전력 1kW, 콘센트 220V (2구) 1개가 기본 제공
·식권 혹은 식비 제공(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동됨)
·주차권: 1~2 부스일 경우 종일 주차권 2매, 3~4부스일 경우 종일 주차권 4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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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안내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전시 부스 배치도
[1F 세미나 & 포스터발표장 & 전시]

[2F 세미나 & 포스터발표장 & 전시]

※ 상기 도면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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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전시 부스 배치도
[3F 포스터발표장 & 전시]

※ 상기 도면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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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협력사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공식협력사 | Major Partnership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기기전시회는 국내외 2,000명 이상의 의·생명 과학기술인이 동시에 참가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학술대회 장내의 다양한 광고와 함께 공식협력 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ar Partnership

(단위 : 원/부가세별도)

분 류
전시
프로그램 북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BMB Reports 홈페이지 배너광고
웹진 배너광고
저널메일링

금 액
8,900,000
1,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국제학술대회 광고 SET

9,500,000

워크샵

6,000,000

학술대회 안내 메일링

6,000,000

학술대회 사전등록 완료 메일링

6,000,000

소계
합계

61,400,000
30,000,000

비 고
독립부스 4부스
내지 1회
배너 B 12개월
12개월
배너 B 12개월
12개월
등록(용지)부스, 세미나 광고, 안내(상황)판, 현수막/엑스배너,
명찰(줄), 인터넷 라운지
발표 기자재, 참가자 중식 제공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51% 할인

Platinum Partnership

(단위 : 원/부가세별도)

분 류
전시
프로그램 북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BMB Reports 홈페이지 배너광고
국제학술대회 광고 SET
워크샵

금 액
8,900,000
1,000,000
3,000,000
3,000,000
5,500,000
6,000,000

학술대회 안내 메일링

6,000,000

학술대회 사전등록 완료 메일링

6,000,000

소계
합계

39,400,000
20,000,000

비 고
독립부스 4부스
내지 1회
배너 B 6개월
6개월
등록(용지)부스, 안내(상황)판, 현수막/엑스배너
발표 기자재, 참가자 중식 제공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49%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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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Gold Partnership

(단위 : 원/부가세별도)

분 류
품목

금 액
18,000,000

학술대회 안내 메일링

6,000,000

홈페이지 배너광고
소계
합계

3,000,000
27,000,000
15,000,000

비 고
1800만원 해당 상품 선택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배너 B 6개월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44% 할인

Silver Partnership

(단위 : 원/부가세별도)

분 류
품목

금 액
12,000,000

학술대회 안내 메일링

6,000,000

소계
합계

18,000,000
10,000,000

비 고
1200만원 해당 상품 선택
동계/국제/설악/연수강좌/보문학술대회
(다른 상품으로 변경 불가)
44% 할인

공식협력 마크 사용 규정
1. 협력사는 공식협력 마크를 해당연도의 귀사 홍보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식협력 마크의 색상 및 문구,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3. 본 공식협력 마크는 협력업체임을 나타내며, 제품 인증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2년 공식협력업체입니다.

본사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2년 공식협력업체입니다.

본사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2년 공식협력업체입니다.

본사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2년 공식협력업체입니다.

신청절차
፠ዠ႔ᄜŐჄཱ፼ၢő
ဋ
Őૠིፓ഼໙ő༁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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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협찬 프로그램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후원 및 협찬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및 심포지엄 초청연사의 초청경비, 인재 지원 및 국제학술대회를 협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산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계 저명 과학자들의 관계를 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위 : 원/부가세별도)

구분

내 용

금 액

∙ 노벨상 강연장 안내보드에 귀사 후원으로 게재
노벨상 수상자
특별강연 후원

∙ 프로그램 북에 노벨상 강연자 후원으로 귀사 명칭 게재

협의

∙ 귀사의 대표자를 공식만찬에 초대
∙ 강연장 포디움(연사석) 안내보드에 귀사 후원으로 게재
기조 강연자 후원

∙ 프로그램 북에 기조 강연자 후원으로 귀사 명칭 게재

협의

∙ 귀사의 대표자를 공식만찬에 초대
∙ 강연장 포디움(연사석) 안내보드에 귀사 후원으로 게재
심포지아 후원

∙ 프로그램 북에 기조 강연자 후원으로 귀사 명칭 게재

5,000,000

∙ 국내외 연자 초청경비 및 국내 참여 연자 선정에 향후 공동 작업추진
Young Scientist
Award & New Drug
Research Award

∙ 프로그램 북에 Award 내용 및 로고 광고
∙ 귀사명으로 포상 이름 표기 (예: 000 Young Scientist Award)

10,000,000

∙ 시상식에 귀사의 대표 초청하여 소개
∙ 프로그램 북에 Award 내용 및 로고광고

Travel Award
Sponsorship

∙ 귀사명으로 포상 이름 표기 (예: 000 Travel Award)

협의

∙ 시상식에 귀사의 대표 초청하여 소개
∙ 공식 만찬장 현수막에 귀사명 게재
Banquet

∙ 프로그램 북에 내지광고 1면 게재

5,000,000

∙ 귀사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소개
∙ 귀사의 이름으로 우수한 포스터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상
우수연구자상

∙ 귀사명으로 포상 이름 표기 (예: 000 우수연구자상)

3,000,000

∙ 시상식에 귀사의 대표 초청하여 소개
품목

업체

기념품

가방

1

※ 모든 항목의
제작비용(실비)은
포함

볼펜

1

로고 노출 규정

금액

협의
위치 상관없이 학회로고와 함께

3,000,000

나란히 배치
기타경품

1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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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워크샵 | Advertisement & Workshop
광고
광고는 온라인 (www.ksbmb.or.kr)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 광고

(단위 : 원/부가세별도)

종류

앞내지

내지

표지3(뒤)

표지2(앞)

표지4

변형광고

인쇄부수

발간횟수

프로그램 북

협의

1,0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협의

3,000부

1회/년

프로그램북 KIT 포켓 광고

(단위 : 원/부가세별도)

종 류

금액

사이즈

구성

프로그램북 KIT
포켓 광고

5,000,000

A5, 2면

∙A4 사이즈 폴더에 안쪽 포켓 2면 광고 반영
∙구성품 : 프로그램북, 볼펜, 리플렛등
*공식협력사 패키지 구성 제외 상품

온라인 광고

(단위 : 원/부가세별도)

구 분

월 단가

홈페이지 배너 A

600,000

홈페이지 배너 B

500,000

웹진 배너 A

600,000

웹진 배너 B

500,000

저널 메일링

500,000

발송횟수

360px x 260px
방문횟수

12회/년

홈페이지 or 웹진
배너 A
홈페이지 or 웹진
배너 B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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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px x 72px
300px x 300px
140px x 46px

24회/년

*장기간 배너 광고 할인 혜택
구분/기간

사이즈

170px x 44px

(단위 : 원/부가세별도)

3개월

6개월

12개월

1,800,000 → 1,620,000

3,600,000 → 2,880,000

7,200,000 → 5,040,000

1,500,000 → 1,350,000

3,000,000 → 2,400,000

6,000,000 → 4,200,000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광고 및 워크샵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국제학술대회 광고

(단위 : 원/부가세별도)

상품명

금액

업체

설명

PL 광고

2,000,000

5

PL강연 발표 전 2분간 슬라이드/영상 게시

Break Time 광고

1,500,000

10

학술대회 Break Time에 후원 업체 홍보 1분이내 동영상 게시

세미나 광고

1,500,000

20

인터넷 라운지

1,500,000

3

리플렛 광고

2,000,000

3

안내보드 광고

2,500,000

-

생수 광고

3,000,000

3

현수막 광고

3,500,000

-

런천 워크샵 동영상 광고

4,000,000

8

APP 광고

5,000,000

4

국제학술대회 APP에 배너 광고

포토존

협의

1

후원 업체가 제작한 포토존을 귀사의 홍보공간으로 활용

세션 발표전 2분간 후원 업체 슬라이드/동영상 게시, 발표
중간 슬라이드(간지) 게시
인터넷 라운지 부스에 후원 업체 로고 광고,
메인 인터넷 페이지 설정, 바탕화면 로고 반영
후원 업체가 제작한 리플렛을 프로그램북과 배포
학술대회 기간동안 행사장 내 학술대회 안내 보드에 후원
업체 광고 게시(보드 사이즈: 950mm(w) x 2480mm(h))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생수(500ml) 라벨에 후원 업체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반영(이미지 사이즈: 가로64mm x 세로 44mm)
현수막에 반영할 이미지를 제공하면 1개의 현수막을 제작하
여 행사장에 게시
런천 워크샵 강연 대신 동영상을 50분간 게시하여 점심 식사
와 함께 시청

워크샵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점심식사와 함께 귀사의 보유기기와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nvention Hall

일정 및 장소

1F

2F

5. 24(화)

Rm101-104

Rm 106-109

Rm 201-202

Rm 203-204

5. 25(수)

Rm101-104

Rm 106-109

Rm 201-202

Rm 203-204

발표 내용
참가비

귀사의 보유기기와 최신기술 소개 등 업체 자율
6,000,000원(부가세 별도)

신청 기간

2021년 12월 20일(월) - 2022년 2월 25일(금) (선착순 8개로 마감)

신청 방법

www.ksbmb.or.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광고 및 워크샵 → 워크샵 신청

초록 제출 기간
제공 사항
자체 준비 사항

2022년 2월 21일(월) - 3월 18일(금)
발표 기자재, 참가자 점심 도시락
발표 슬라이드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좌석수 및 도시락 제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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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s
Ohsumi Yoshinori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Brian Kenned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Jin-Soo Kim
Institute for Basic Science, Korea

Hening Lin
Cornell University, USA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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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장소 | Venue
1F

•Seminar
: Convention Hall 1F, 2F

•Exhibition & Poster Presentation
: Convention Hall 1F - 3F

•Registration Desk
: Convention Hall 3F Lobby

2F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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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주소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전화:051-740-7300)
•전철 : 2호선 센텀시티 1번 출구(도보 1분)
•일반버스 : 5, 36, 38, 39, 40, 100, 115-1, 139, 140, 141, 142, 181번
•좌석버스 : 239, 302, 302-1, 307, 307-14번
•심야버스 : 302, 307번
•전시부스 자재 및 전시물품 반출입 안내(화물차량 동선)
: 벡스코 제1전시장 하역장 출입구 5번 게이트로 진입하고 제1전시장 하역주차장을 통과하여
계속 직진하면 컨벤션홀 뒷편 하역장이 있습니다.
자재 및 물품을 하차 후 1층 화물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3층 행사장으로 운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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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학회 소개 |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학회 안내
학 회 명

(한글) 사단법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영문)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약칭 KSBMB)

회 원 수

16,916명(2021.7.1 기준)

국제학술지

① EMM (SCI, IF 8.718)
② BMB Reports (SCIE, IF 4.778)

기타간행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웹진 (KSBMB Webzine)

연 락 처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01호
Tel 82-2-508-7434~6, 82-2-565-1621, 1643
Fax 82-2-508-7578
E-mail ksbmb@ksbmb.or.kr
Homepage www.ksbmb.or.kr

학회 연간사업 안내
일 자

사

업

장 소

1.12 - 14

동계학술대회

비발디파크

5.23 - 25

국제학술대회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6.16 - 18

설악학술대회

강원도

6월 예정

기초의학학술대회

8월 예정

연수강좌

10월 예정

보문학술대회

12월 예정

연말 대의원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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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2022년도 주요 운영위원 구성
직책

이름

소속기관

회장

박종훈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운영위원장

송재환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총무운영위원

김재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총무운영위원

윤경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재무운영위원

정지영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재무운영위원

김용환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학술∙의학운영위원-대표

김재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학술운영위원

고혁완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학술운영위원

김선영

KRIBB KOBIC

학술운영위원

김승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학술운영위원

김유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학술운영위원

김형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생물학교실

학술운영위원

이승재

KAIST 생명과학과

학술운영위원

이윤태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술포상운영위원

전경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기획운영위원-대표

조쌍구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기획운영위원

김규형

DGIST 뇌과학전공

기획운영위원(벤처)

김대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기획운영위원

김동호

ㄜ엘에이에스

기획운영위원

김락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기획운영위원

김용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기획운영위원

김태경

포항공과대학 생명과학과

기획/교육운영위원

박우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기획운영위원

박현우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기획운영위원

오두병

KRIBB 연구전략본부

기획운영위원

이연숙

바이로큐어

기획운영위원

장욱진

진스랩

기획운영위원

정재호

연세대학교의과대학외과학교실/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기획운영위원

정해용

KRIBB 면역치료제연구센터

기획운영위원

채지수

퍼킨앨머 생명과학 생체영상

기획운영위원

최영석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기획운영위원

한백수

KRIBB 기능유전체연구센터

정책운영위원(전략기획)

배광희

KRIBB 대사제어연구센터

교육운영위원

권병수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육/기획운영위원/local Committee

김나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육운영위원

박만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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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 운영위원 구성
직책

이름

소속기관

국제운영위원

강민정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

국제운영위원

이민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출판운영위원

노재석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출판운영위원

송은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홍보운영위원

구재형

DGIST 뉴바이올로지전공

홍보운영위원

김대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생화학교실

홍보운영위원

지승욱

KRIBB 질환표적구조연구센터

홍보/기획운영위원/local Committee

김형식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생명과학과

홍보운영위원

노태영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홍보운영위원

유경현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홍보(정보)운영위원

노민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홍보(정보)운영위원

황대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소식지편집운영위원

권오석

KRIBB 감염병연구센터

소식지편집운영위원

김은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과

소식지편집운영위원

이은우

KRIBB 대사제어연구센터

소식지편집운영위원

전영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회원운영위원

김수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회원운영위원

심정현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EMM관리운영위원

TBA

EMM편집운영위원

TBA

BMB Report 관리운영위원

박계원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BMB Report 편집운영위원

정우진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Local Committee_대표

한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 및 대사질환센터

Local Committee

김형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 대사질환 센터

Local Committee

류홍열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Local Committee

박세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Local Committee

박지영

UNIST 생명과학부

Local Committee

심재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Local Committee

우동균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Local Committee

이민영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Local Committee

이종호

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

Local Committee

장우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Local Committee

정기웅

부산대학교 약학대학분자생명약학연구실

Local Committee

정영미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Local Committee

정의만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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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xhibition
국제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 | Scientific Journal
EMM
- 1964년 창간, 우리나라 최초의 생화학 학술지
- 국내 학술지 중 최상의 SCI 피인용지수 (2020 Impact Factor: 8.718)
- 2020년 Impact Factor 의학분야 아시아 1위 기록
- 국내외 과학자로 구성된 편집위원과 동료심사에 의한 우수 논문 게재
- 2013년부터 Springer Nature를 통해 출간
- Springer Nature의 English Editing Service 및 Editorial Summary 제공
- 전자출판을 통해 우수 논문의 신속 게재 가능
- SCI, Scopus, EM base, PubMed 등 국제 색인기관을 통해 전 세계 독자에게 전달
- Open Access 정책 및 Springer Nature를 통해 원문 제공 및 참고문헌 간의 용이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BMB Reports
- 1968년 창간, 아시아 최초의 Reports 형식
- 연간 12회, 매월 말일 발행되는 국제영문 학술지
- 투고 후 약 3주 안에 첫번째 심사 결과 확인 가능
- 논문 통과 후 Epub ahead of print 버전으로 발행 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 매 issue 마다 최신 연구 분야의 Mini Review와 Article 논문 게재
- 독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Open Access Journal
(2020 Impact Factor: 4.778)
- SCIE, Scopus, PubMed 및 PubMed Central 등 국제 색인기관을 통해 전세계
독자에게 전달
- PubMed online link, DoI No. 부여를 통하여 원문으로의 접근과 인용이 용이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웹진 KSBMB WEBZINE & 회원소식
- 연간 12회, 연간 발행
- 이메일을 통한 학회 모든 회원에게 무료 서비스
- 생명과학 분야의 최근 소식을 포함한 정보 제공의 신속성
- 기업체 소식을 전 회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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