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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결정학회, 주관: 울산과학기술원 SRC
[104동 E205] 등록
[104동 E205] 개회사: 나명수 (한국결정학회 회장)
[104동 E205] 기조강연 1
좌장: 김명희
기조연사: 이지오 교수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강연제목: Application of Helix Fusion Methods to the Structural Study of Protein Complexes
[104동 E205] 기조강연 2
좌장: 윤호섭
기조연사: 이용재 교수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강연제목: Crystallographer’s Journey to the Earth’s Deep Interior
[104동 E205] 사진 촬영
[UNISTCafeteria] 점심/도시락
[104동 E205] 젊은과학자 1 (생명과학/Hybrid)
[104동 E104] 젊은과학자 2 (화학/재료과학)
좌장: 박현호
좌장: 윤민영
젊은연사: 이강문 교수 (강원대 화학과)
젊은연사: 황중원 박사 (KRIBB)
강연제목: Impact of the Structural Features
강연제목: Crystal Structure of a Ras and
for o-Carborane Appended Organic
Rap1-specific Endopeptidase MARTX Toxin
Luminophores on Their Photophysical
Effector from Vibrio vulnificus
Properties
젊은연사: 최상일 교수 (경북대 화학과)
젊은연사: 김동영 교수 (영남대 약학대학)
강연제목: Catalytic Surface Decorated
강연제목: Environmental Stresses and the
Pt-based Nanocrystals for Liquid Fuel
Activation of Alternative Sigma Factors
Oxidation and Hydrogen Evolution Reactions
젊은연사: 김현숙 박사 (국립암센터)
젊은연사: 김경환 교수 (포항공대 화학과)
강연제목: Structural Basis for Rab1
강연제목: Probing Supercooled Water in
Glucosylation by Legionella pneumophila Lgt4
No-Man’s Land with X-ray Free Electron
on the Early LCV
Lasers
젊은연사: 성동훈 교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젊은연사: 이상재 박사 (포항가속기연구소)
강연제목: Development of high-resolution
강연제목: Structure-guided Drug Discovery
beamline for in-situ high-pressure/
and Development
temperature experiments and its applications
[장소] 포스터 발표
[104동 E205] 심포지엄 3 (생명과학/hybrid)
[104동 E104] 심포지엄 4 (화학/재료과학)
좌장: 이형호
좌장: 이강문
초청연사: 차선신 교수 (이화여대
초청연사: 이상한 교수 (GIST 신소재공학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강연제목: Bismuth Vanadate Epitaxial
강연제목: Substrates’s Poses Determine the
Heterostructure Photoanode for Solar Water
Catalytic Efficiency of β-lactamases
Splitting
초청연사: 허용석 교수 (건국대 화학과)
초청연사: 조재흥 교수 (DGIST 신물질과학전공)
강연제목: Molecular Mechanism of Antibody
강연제목: Crystallographic approach to
Drugs Targeting Immune Checkpoints and
understand biomimetic reaction mechanism
TNFSF
초청연사: 김현정 교수 (서강대 물리학과)
초청연사: 하남출 교수 (서울대 식품생명공학)
강연제목: Atomic scale distortion and defect
강연제목: Structure of Lamin and its
dynamics in Pt nanoparticles during the
Implications to Assembly of Intermediate
catalytic process: In-situ and operando
Filaments
coherent x-ray diffraction imaging study
[104동 E205]
총회
감사패 증정
우수포스터 시상식
폐회사: 나명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