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E-mail 소속

이상국 sklee61@snu.ac.kr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박수경 suepark@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위원장 김성은 sekim@sookmyung.ac.kr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위원장 김도희 dohee@kyonggi.ac.kr 경기대학교 화학과

위원장 예상규 sangkyu@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부위원장 박인철 parkic@kcch.re.kr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암연구부

부위원장 김용연 ynk@ncc.re.kr 국립암센터 이행성연구부

부위원장 이윤한 yhlee87@kmu.ac.kr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의학교실

위원(의학) 이진구 jinkulee@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위원(약리학) 이창한 chlee-antibody@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위원(약리학) 이창석 cslee2010@eulji.ac.kr 을지대학교 미용화장품과학과

위원(약학) 한선영 syhan@gnu.ac.kr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약학) 이유정 youjeong77@postech.ac.kr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위원(기초) 정기훈 keehoon.jung@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위원(기초) 서준영 JYSEO0724@yuhs.ac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위원(기초) 박천권 chunpark@skku.edu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위원(생명과학) 김홍숙 hong2kim2@gmail.com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위원(생명과학) 구재경 koo.jaekyoung@gmail.com 디엘파마(주)

위원(생명과학) 전영주 yjjeon@cnu.ac.kr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위원(생명과학) 김완태 wantaekim@cnu.ac.kr 충남대학교 생화학과

위원(식품영양) 김유리 yuri.ki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원(식품영양) 박은미 eunmi_park@hnu.kr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원(식품영양) 임정은 jeyim@changwon.ac.kr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원(기초의학) 정영태 jyt@dgist.ac.kr DGIST

위원(기초의학) 조정현 iamhyu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위원(기초의학) 이철환 chulhwa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위원(기초의학) 최윤수 younsoo94@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위원(간호) 김혜영 tcellkim@jbnu.ac.kr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위원(간호) 고은 eunko@scnu.ac.kr 국립순천대학교 간호학과

위원장 나혜경 nhkdec28@gmail.com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식품공학과

부편집장 김은희 ehkim@cha.ac.kr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부편집장 김명옥 ok4325@knu.ac.kr 경북대학교 축산생명공학과

부편집장 고광필 kpko@gachon.ac.kr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편집장 신애선 shinaesu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편집장 권택규 kwontk@dsmc.or.kr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위원장 김은희 ehkim@cha.ac.kr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부위원장 김기대 gidaekim@kyungnam.ac.kr 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원장 김정선 jskim@ncc.re.kr 국립암센터 암의생명과학과

부위원장 노주희 jhnho@jbnu.ac.kr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부위원장 박보영 hayejine@hanyang.ac.kr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위원장 이정은 jungelee@snu.ac.kr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위원장 금나나 nak212@dongguk.edu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위원장 김정환 junghwan.kim@gnu.ac.kr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부위원장 송나영 Nysong608@yuhs.ac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위원 송경 kyungsong@wku.ac.kr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 박신애 sappark@sch.ac.kr 순천향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위원 노은미리 roheunmiri@kwu.ac.kr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위원장 최준석 joonschoi@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부위원장 심정현 s1004jh@mokpo.ac.kr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장 천경수 chunks@kmu.ac.kr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부위원장 이미현 mhlee@dsu.ac.kr 동신대학교 한의예∙학과

위원 정주희 joohee@duksung.ac.kr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 육심명 ysimmyung@kmu.ac.kr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장 이정상 jslee11@jj.ac.kr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위원 노은미리 roheunmiri@kwu.ac.kr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위원장 조용연 yongyeon@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부위원장 김기환 kimkihw@hlb-ls.com HLB생명과학(주)

위원 변상균 sanguine@yonsei.ac.kr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위원장 현진원 jinwonh@jejunu.ac.kr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부위원장 현영민 ymhyun@yuhs.ac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부위원장 박명애 pma4480@gmail.com 한국지네틱팜(주)

위원 금영삼 keum03@dongguk.edu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 윤미섭  msyoon@gachon.ac.kr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의학교실

감사 이호재 hojlee@gachon.ac.kr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감사 채한정 hjchae@jbnu.ac.kr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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