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SPB Winter Conference

한국식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년간 포항에서 개최되어 오던 Plant Winter Conference를 올해부터 한국식물학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KSPB Winter Conference는 2월 17일 서울대학교에
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SPB Winter Conference는 해외 초청연사 없이 국내 연구자들만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내 연구자들 간의 정보 교환 및 교류를 증진시키는 장으로 마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Conference는 최근에 임용된 신진 연구자, 박사 후 연구원, 대학
원생을 초청하여 젊은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알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한 대학원생들에게 우수 포스터 상
을 수여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깊어가는 겨울에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위원장 전종성
사단법인 한국식물학회장 강훈승

n 개최날짜 : 2017년 2월 17일(금)
n 개최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n 사전등록 및 초록접수 마감일 : 2017년2월7일(화)
n 초록제출하기 >>
- 초록분야 >> GM: Genetics/Molecular Biology, DP: Development/Physiology, ST: Signal Transduction,
ETM: Environment/Ecology/Taxonomy/Morphology, PB: Plant Biochemistry)
- 초록은 영문 또는 한글 작성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 초록 입력 후 미리보기를 통해 검토 부탁 드립니다. 학회에서는 따로 교정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n 사전등록하기 >>
n 식물학회 홈페이지 : http://www.kspb.kr/
n 등록비 안내
-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10,000원
- 선임/책임 연구원, 교수 : 30,000원
- 카드 결제 : 식물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사전등록 → 카드결제
- 통장 입금 : 농협 301-0107-8266-01 한국식물학회(사전등록 후 입금 요망)
(통장 입금시 “등록비 홍길동”양식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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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타 안내
-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에는 학술대회 참가비와 초록집, 점심1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표는 한글로 하며 외국인은 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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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세션

9:00~9:50

등록
개회사

9:50~10:00

좌장

강훈승 (한국식물학회 회장)
임인경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전종성
(경희대)

단백질 확인 분리 정제를 위한 신규 펩타이드 택
10:00~10:25

(기존 Myc/Flag/His 택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택)
부성희 (경희대)
애기장대에서 브라시노스테로이드에 의해 조절되는 기공

10:25~10:50

닫힘 기작
김태욱 (한양대)

세션 I

탈분화 과정동안 수반되는 조직 정체성 변이에 관여하는
10:50~11:15

후성유전학적 메커니즘
서필준 (성균관대)

11:15~11:30

이일하
(서울대)

Coffee Break
토마토에서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신호전달에 의한

11:30~11:55

2차물관부 발달 조절기작
류호진 (충북대)

11:55~12:20

2.17

12:20~2:10

줄기정단분열조직 발달에 관여하는 MAPK 신호전달 경로
이호림 (덕성여대)
점심/포스터 세션
플라스토퀴논 합성에서 애기장대 피브릴린5의 필수적 역활

(금)

2:10~2:25

규명
김은하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2:25: 2:40

세션 II

2:40~2:55
2:55~3:10

ABA 신호전달체계에서 OsPP2C51의 기능 분석
Nikita Bhatnagar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식물 N-glycan 구조 형성 기전
유재용 박사 (경상대학교)
VAMP721/722 vesicle에 의한 CCOAOMT1 분비

서미정
(전남대)

권혁진 (단국대)
단백질체 분석 기법을 이용한 콩 종자의 단백질 및 오일

3:10~3:25

함량에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 탐색
Ravi Gupta 박사 (부산대)

3:25~3:45

3:45~4:00
세션 III
(분자세포
생물학회

4:00~4:15

공동)

Coffee Break
벼 잎의 노화를 조절하는 ONAC096 전사인자의 기능 연구
강기윤 (서울대학교)
사이토카이닌에 의한 벼의 개화시기 지연
조래현 박사 (경희대)

최동수
(군산대)

Non-photochemical quenching capacity in rice affects
4:15~4:30

the response to the fungal and bacterial pathogens
Ismayil Zulfugarov 박사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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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45

대기 온도에 의한 개화시기 조절에서 SVP의 번역 후 기작
김선영 박사 (고려대)
FKF1의 COP1 homo-dimerization억제를 통한 광주기적

4:45~5:00

개화유도기작 연구
이병두 (서울대)

Molecular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s of
5:00~5:15

monoacylglycerol lipase gene family in Arabidopsis
thaliana
김려진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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