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SMS 여름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2022년도 KSMS 여름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안내
2022년도 한국질량분석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 및 총회가 8월 24일(수)~26일(금), 창원컨벤션센터
(CECO)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일시

2022년 08월 24일(수) - 2022년 08월 26일(금)

장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사전등록기간

2022년 07월 04일(월) - 2022년 07월 31일(일)

초록접수기간

2022년 07월 04일(월) - 2022년 07월 31일(일)

※ 여름정기학술대회 등록은 연회비 납부자, 초록접수는 2022년도 등록비 납부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등록비 안내
회원구분

연회비

종신회원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사전등록비
합계

현장등록비
합계

-

160,000

200,000

160,000

200,000

정회원

40,000

160,000

200,000

200,000

240,000

학생회원

2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비회원

-

-

250,000

-

250,000

Short Course

-

150,000

200,000

150,000

200,000

•

종신회원 희망자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70-8688-1696
(종신회비는 회원 구분 없이 400,000원입니다.)

•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연회비 납부자만 가능합니다. 2022년 연회비가 미납인경우 사전등록 시
동시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
•

Short Course 등록은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연회비 및 사전등록비 결제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page에서 결제
내용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KSMS 여름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sms.org

•

혜택 : 숏코스 등록자(교육자료집), 기념품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 취소 시
•

등록비 결제, 입금 후 여름학술대회 전일까지 취소 시 전체 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당일 이후는 환불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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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내용 확인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한 참가자 중 불참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취소 후 요금정산을 위해 학회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이용 시, 3일 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고 마이페이지 영수증 출력으로 등록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비회원 등록안내
•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250,000원
• 혜택: 숏코스 등록자(교육자료집), 기념품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찾아오시는 길
• 창원컨벤션센터(CECO)

•주소: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123)
•전화: 055-212-1000
•팩스: 055-212-1200
•홈페이지: www.ceco.co.kr
•오시는 길 ☞ 상세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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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질량분석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 세부 장소 및 프로그램 안내】

■ 세부 장소 안내
Short Course Ⅰ,Ⅱ,Ⅲ
24일(수)

기업체 User Meeting Ⅰ
Symposium Session Ⅰ~Ⅸ

25일(목) - 26일(금)

기업체 Luncheon Seminar Ⅰ~Ⅲ
Sponsoring Session Ⅰ~Ⅲ

24일(수) - 26(금)

기업체 부스

3F
컨벤션홀Ⅰ, 컨벤션홀Ⅱ, 컨벤션홀Ⅲ
3F
컨벤션홀Ⅰ, 컨벤션홀Ⅱ, 컨벤션홀Ⅲ
3F 로비 및 복도

□ 장소 안내
[3F]

※ 방역 구역 및 행사 구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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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정기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

2022 KSMS Summer Conference
August 24 - 26, 2022
CECO, Changwon
PROGRAM OVERVIEW
■ 1일차
August 24 (Wednesday)
TIME

P R O G R A M

11:00 ~

Registration

SHORT COURSE
(Organizer: 한상윤(가천대) & 김기훈(KIST)

13:00 ~
14:10
(70min)

MS Generals

MS Techniques

MS in the Fields

Introduction to MS

Techniques in LC-MS

Method Validation

김태영(GIST)
(Room: 컨벤션홀Ⅰ)

이재익(KIST)
(Room: 컨벤션홀Ⅱ)

정남용(KATRI)
(Room: 컨벤션홀Ⅲ)

Coffee Break

14:20 ~
15:30
(70min

Ionization Methods for MS
조 건(KBSI)
(Room: 컨벤션홀Ⅰ)

Techniques in GC-MS
이선영(KRISS)
(Room: 컨벤션홀Ⅱ)

MS in Pharmaceutical
Research
최용석(단국대)
(Room: 컨벤션홀Ⅲ)

Coffee Break

15:40 ~
16:50
(70min)

Mass Spectrometers
서종철(포항공대)
(Room: 컨벤션홀Ⅰ)

Tandem MS and
Quantification
김종서(서울대)
(Room: 컨벤션홀Ⅱ)

MS in Forensic Science:
Antidoping Analysis
김기훈(KIST)
(Room: 컨벤션홀Ⅲ)

※ Short Course 등록은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사전등록비와 별도 결제 진행☞ 사전등록비와 Short Course 등록비는 별도 결제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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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August 25 (Thursday)
TIME

09:00 ~
10:00
(60min)

P R O G R A M
Brief Oral Presentation of
Selected Posters-1

Brief Oral Presentation of
Selected Posters-2

Brief Oral Presentation of
Selected Posters-3

(Organizer: 장경순(KBSI))

(Organizer: 고병준(성신여대))

(Organizer: 이도엽(서울대))

(Room: 컨벤션홀Ⅰ)

(Room: 컨벤션홀Ⅱ)

(Room: 컨벤션홀Ⅲ)

S Y M P O S I U M
SYM1: Translational Medicine
10:10 ~
11:40
(90min)

(Organizer: 김재석(한림대)
& 이상원(고려대))

SYM3: Food & Agricultural
Sciences

Keynote Speaker:
임흥빈(단국대)

(Organizer: 김재한(충남대)
& 이현희(ADD))

(Organizer: 임용현(KRISS)
& 김준곤 (고려대))
(Room: 컨벤션홀Ⅱ)

(Room: 컨벤션홀Ⅰ)
11:40 ~
12:20
(40min)
12:20 ~
13:10
(50min)

SYM2: Fundamentals &
Elemental Analysis

(Room: 컨벤션홀Ⅲ)

POSTER SESSION Ⅰ (odd number standing)
(Organizer: 김민식(DGIST))
Luncheon Seminar-1

Luncheon Seminar-2

Luncheon Seminar-3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Ⅰ)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Ⅱ)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Ⅲ)

S Y M P O S I U M
SYM5: Environmental and
Risk Assessment

SYM4: Pharmaceutical
Analysis
13:20 ~
14:50
(90min)

(Organizer: 홍종기(경희대)
& 이용문(충북대))
(Room: 컨벤션홀Ⅰ)

14:50 ~
15:30
(40min)

SYM6: Protein and Proteomics

Keynote Speaker:
문효방(한양대)
(Organizer: 김태영(GIST) &
김동휘(KIOST))
(Room: 컨벤션홀Ⅱ)

(Organizer: 김광표(경희대)
& 서종철(포항공대))
(Room: 컨벤션홀Ⅲ)

POSTER SESSION Ⅱ (even number standing)
(Organizer: 김민식(DGIST))
Plenary Lecture

15:30 ~
16:20
(50min)

문대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Organizer: 김병주(KSMS 회장/KRISS))
(Room: 컨벤션홀Ⅱ+Ⅲ)
Shimadzu Young Investigator Award Lecture

16:20 ~
17:00
(40min)

<시마즈 젊은질량분석학자상 수상자: 최창민 (KBSI)>
(Room: 컨벤션홀Ⅱ+Ⅲ)

17:00 ~
17:20
(20min)
17:30 ~
18:20
(50min)

2022 KSMS General Meeting
(Room: 컨벤션홀Ⅰ)
Sponsoring Session-1

Sponsoring Session-2

Sponsoring Session-3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Ⅰ)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Ⅱ)

(Sponsored by OOO)
(Room: 컨벤션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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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August 26 (Friday)
TIME

P R O G R A M
SYM7: Metabolomics &
Lipidomics

09:00 ~
10:30
(90min)

SYM8: Forensic &
Toxicological Sciences

SYM9: Young Investigator on
Emerging Technology

(Organizer: 황금숙(KBSI)
& 조주연(서울의대))

(Organizer:
김기태(서울과기대)
& 유혜현(한양대))

(Organizer: 김성환(경북대)
& 조성희(KRICT))

(Room: 컨벤션홀Ⅰ)

(Room: 컨벤션홀Ⅱ)

(Room: 컨벤션홀Ⅲ)

KSMS Special Lecture
10:40 ~
11:20
(40min)

11:20 ∼
12:00
(40min)

김영환 (제9대 전임 회장/KBSI)
(Organizer: 김광표(KSMS 부회장/경희대))
(Room: 컨벤션홀Ⅱ+Ⅲ)
Research Presentation Award & Closing Remarks
(Room: 컨벤션홀Ⅱ+Ⅲ)

※ 본 프로그램은 향후, 학회 사정으로 인하여 수정/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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