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움 및 총회

경력과 역량의 이중나선 만들기
•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1:30~18: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 (B4 층)

제18회

초대의 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움 및 총회

제18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의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경력과 역량의 이중나선 만들기’
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생부터 원로과학자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학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는
마련하였습니다. 리더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노하우와 고민 그리고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여러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세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회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 현 성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 등록 안내
• 사전등록 : 8월 30일 ~ 9월 20일, http://womenbio.org
• 등록비(사전/현장) : 교수, 책임, 선임연구원급 (5만원/7만원), 포닥 및 학생 (1만원/2만원)
• 회원가입(연회비) : 정회원 (5만원), 준(학생)회원 (1만원), http://womenbio.org 등록
•총
 회 참석은 회원에 한하며, 점심 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master@womenbioforum.org 로 알려주세요.

PROGRAM
총회 및 점심식사 (11:30~13:00)
심포지엄 및 시상식 (13:00~16:00)
■ 개
 회식
•등 록
•환영사		
•축 사		

- 박현성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 김승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 유명희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W
 BF-코스맥스 여성과학약진상 시상식 및 수상 강연
- 이경수 회장 (코스맥스(주))

•시상식 및 격려사
•수상자 강연
•기념촬영

■ 심
 포지엄: 여성과학자 역량강화 노하우
•과학자가 되는 방법: 21세기

생명과학자를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

		

- 남궁석 대표 (Secret Labs of Mad Scientist)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여성과학자 역량강화

		

- 황유경 전무 (GC녹십자랩셀)

■ W
 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시상식
- 이정선 대표 (㈜바이오솔루션)

•시상식 및 격려사
•연구소개
•기념촬영

여성과학자 경력개발 토론회 및 인턴십 발표 (16:00~18:00)
■ 개
 회사		

- 송문정 기획위원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 첨
 단연구분야 체험 인턴십 포스터 발표
■ 패
 널토의: 나의 경력, 나의 성장

- 정희선 원장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오유경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이정선 대표 (㈜바이오솔루션)
- 금나나 교수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 토
 론회: 나의 고민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

		

- 학부생, 대학원생, 포스트닥 및 신진연구자 그룹

■ 첨
 단연구분야 체험 인턴십 수료식

- 박현성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폐회식 및 만찬 (18:00 부터 )

오시는 길

(사)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Women's Bioscience Forum

홈페이지: www.womenbio.org
전
화: 02-3452-2031
E-m a il: master@womenbiofor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