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등록안내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2018 BIML 등록안내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2018년 동계 워크샵 BIML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자 합니다.

<KSBI 2018 BIML>
■ 일 시 : 2018년 2월 8일 (목) - 10일 (토) 09:3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 프로그램

(자세한 강좌소개는 마지막 페이지 참조)

*임상유전체분석 수료증
- 2 강좌 이상 수료 시, 임상유전체 분석가 Level 1
- 4 강좌 이상 수료 시, 임상유전체 분석가 Level 2
- 6 강좌 이상 수료 시, 임상유전체 분석가 Level 3

■등록
등록인원 : 하루 강좌 당 60명 내외 (선착순 접수)
참 가 비 : 하루 강좌 당 참가비
참가방법 : 학회홈페이지 http://www.ksbi.or.kr/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
로 접수 및 납부완료

사전등록가
(2/7까지)

현장등록가

대학/정부

100,000

160,000

일반(기업 등)

150,000

230,000

* 하루 3강좌 중 1개의 강좌만 선택 수강 가능
등록 신청 후 3일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이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방법 : 국민은행 733701-00-002147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 (기관명으로 입금 시 메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계좌납부가 불가할 시, 수강을 원하는 강좌 제목과 신청자 이름을 적어 이메일
(ksbsb2015@gmail.com)로 접수 후 현장에서 카드 결제 가능
환불규정: 1월 31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
2월 1일 ~ 2월 6일 취소: 50% 환불
2월 7일 이후: 환불 불가
* 강의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분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
을 예정입니다.

■ 문의
Tel.02-3277-4750 / E-mail. ksbsb2015@gmail.com

워크샵 등록신청서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2018 BIML 등록
1. 인적사항
성명

구분

학생 (

)

일반 (

)

소속기관
전화
E-mail

2. 신청 강좌 * 하루 3강좌 중 1개의 강좌만 선택 수강 가능
2월 8일 (Day 1)

2월 9일 (Day 2)

ML1: Bio Big Data

ML2: Machine Learning & AI

BI1: Machine Learning for Drug
Design and Development

BI2: Single cell transcriptomics

CI1: Cancer Panel Data Analysis

CI2: Cancer Panel Data Analysis

(SNV/CNA)

(Fusion/SV)

2월 10일 (Day 3)
ML3: Deep Learning for
Bioinformatics

BI3: Cancer Multiomics Data
Analysis

CI3: Rare Disease Analysis

3. 납부방법 (해당 사항에 표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장납부)

예 금 주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

2018 년
신청자

월

일
(인)

강의개요
ML1: Bio Big Data – Tensor Mining
Organizer : 이 슬 (SUNY Korea)

바이오 데이터(Bio-data)는 빅데이터(Big Data)의 대표적 예로 빅데이터 속성들 중
Volume (규모), Velocity (생산 속도) 그리고 Variety (다양성) 속성들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빅데이터 속성들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다양한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Challenge)을 야기시킨다. 이
강의에서는 첫째로, 바이오 데이터의 빅데이터 속성 중 규모과 다양성에 집중하여
Tensor Mining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Big Data Characteristics in Bio-Bata
 Introduction to Tensor Mining
 Scalable Tensor Decomposition
 Applications to Scalable Tensor Decomposition
*참고강의교재:
*교육생준비물: R / Tensor package
*조교: 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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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 Bio Big Data
DAY : 2월 8일
Organizer : 이 슬 (SUNY Korea)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09:30-10:20

Big Data Characteristics in Bio-Bata

10:20-10:30
10:30-11:20

휴식 및 질의응답
Introduction to Tensor Mining I – Matrix
Factorization

11:20-11:30
11:30-12:30
12:30–13:30
13:30-14:45

이슬

이슬

휴식 및 질의응답
Introduction to Tensor Mining II –
Tensor Factorization

이슬

점심
Scalable Tensor Decomposition

14:45-15:00

휴식 및 질의응답

15:00-16:15

Applications to Tensor Decomposition I

16:15-16:30

휴식 및 질의응답

16:30-18:00

Applications to Tensor Decomposition II

이슬

신유진

신유진

강의개요

ML2: Machine Learning & AI
Organizer : 이 상 근 (한양대학교)

본 강의는 데이터로부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함수를 학습하는 기계학습에 대한
기초 및 응용 과정이다. 감독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감독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한다. 또한 딥뉴럴넷을
비롯한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끝으로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본 강의는 기계학습 전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Python
언어를 이용한 기계학습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Supervised Learning: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SVMs,
Perceptron

 Unsupervised Learning: Clustering, PCA, LDA


Nonlinear Models: Deep Neural Networks, Kernel PCA, SVMs, Decision Tree,
Random Forest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참고강의교재: Python Machine Learning, 2nd Ed. Sebastian Raschka, Vahid Mirjalili,
PACKT Publishing, 2017
*교육생준비물: 노트북에 Python3와 다음의 Python 패키지들 설치: numpy, pandas,
matplotlib, sklearn, jupyter, pyprind, re, nltk, seaborn, struct, gzip, sci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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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2: Machine Learning & AI
DAY : 2월 9일
Organizer : 이 상 근 (한양대학교)

시간

발표내용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9:30-10:20

Supervised Learning

10:20-10:30

휴식 및 질의응답

10:30-11:20

Unsupervised Learning

11:20-11:30

휴식 및 질의응답

11:30-12:30
12:30–13:30
13:30-14:45
14:45-15:00
15:00-16:10
16:10-16:20
16:20-15:30

실습 1

연자

이상근

이상근

이상근

점심
Nonlinear Models

이상근

휴식 및 질의응답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이상근

휴식 및 질의응답
실습 2

이상근

강의개요

ML3: Deep Learning for Bioinformatics
Organizer : 김 선 (서울대학교)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복잡한 구조의 심층신경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딥러닝을 이용한 IBM의 Watson과 Google의 AlphaGo의 성공 이후에 딥러닝은 더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Bioinformatics에서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으로 생물학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딥러닝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Bioinformatics 분야의 딥러닝 응용사례를
알고, 실습을 통해 실제 생물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Perceptron and Multilayer Perceptron
 Autoencod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and Attention
 Graph Convolution
 Relational Learning
 Deep Learning Applications in Bioinformatics
*참고강의교재:

Deep Learning, Ian Goodfellow, Yoshua Bengio, and Aaron Courville, MIT Press, 2016
Machine Learning, Tom Mitchell, McGraw Hill, 1997.
*교육생준비물: 실습용 노트북
*조교: 이성민, 이상선, 임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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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3: Deep Learning for Bioinformatics
DAY : 2월 10일
Organizer : 김 선 (서울대학교)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09:30-10:30

Introduction to TensorFlow (실습)

10:30-10:45
10:45-12:30

휴식 및 질의응답
Deep Learning for Bioinformatics 1 (이
론)

12:30–13:30
13:30-14:30
14:30-14:45
14:45-15:45
15:45-16:00

이상선

김선

점심
Deep Learning for Bioinformatics 2 (이
론)

김선

휴식 및 질의응답
Recurrent Neural Networks (실습)

임애란

휴식 및 질의응답

16:00-17:00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실습)

17:00-17:10

휴식 및 질의응답

17:10-18:00

이론, 실습 시험

이성민

강의개요
BI1: Machine Learning for Drug Design and

Development
Organizer: 김동섭 (KAIST)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급속도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의 성공
사례는 그에 반해 날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정보 및 화학정보를 활용하여 신약개발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 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 분야로는 새로운 질병 타겟
발굴, 기존 약물의 신규 타겟 발굴, 약물의 재활용,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 등이 있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생물정보 및 화학정보를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에 필요한
구조생물정보학 (Structural bioinformatics) 및 화학정보학 (Cheminformatics) 분야의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종류의 생체 분자 구조 정보와 화합물 정보에
관한 개요, 단백질과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분석 및 예측, 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 방법론, docking, QSAR 등의 분자 모델링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Deep learning 기법이 어떻게 이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ntroduction to structural bioinformatics and cheminformatics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drug design and development



Deep learning approach for drug design and development



Protein-ligand docking



QSAR modeling

*참고강의교재:
*교육생준비물: 노트북
*조교: 이 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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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1: Machine Learning for Drug Design and Development
DAY : 2월 8일
Organizer : 김동섭 (KAIST)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Introduction

to

Structural

bioinformatics and Cheminformatics

09:30-10:20

 Topics:
1. drug-target interaction prediction

김동섭

2. computational drug design
3. drug repositioning

10:20-10:30

휴식 및 질의응답
 Machine

learning

structural

algorithms

bioinformatics

in
and

cheminformatics

10:30-11:30

김동섭

1. Protein-ligand docking
2. QSAR modeling
3. Network approach
4. Deep learning approach
 Methods and Tools

11:30-12:30

1. Chemical databases

김동섭

2. Docking
3. QSAR

12:30–13:30

점심
 Ligand Databases 활용 실습

13:30-14:20

1. PubChem
2. ChEMBL
3. DrugBank

이민호

14:20-14:30

휴식 및 질의응답
 Molecular Descriptors 계산 실습
1. Chemical

14:30-14:20

fingerprints

for

calculating similarity

이민호

2. Structure Clustering
3. Molecular descriptors for QSAR

14:20-14:30

휴식 및 질의응답
 Protein-ligand docking 실습

14:30-16:00

1. Autodock vina with PyRx
2. PyMol

16:00-16:10

16:10-17:40

이민호

휴식 및 질의응답

 QSAR modeling 실습

이민호

강의개요

BI2: Single Cell Transcriptomics
Organizer : 김 종 경 (DGIST)

(강의개요) 세포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며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세포-조직-기관-개체의 계층적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한 세포의 분자적 특성과
기능이 세포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 기관, 개체의 전체적인 기능을 어떻게
결정할까?”는 모든 생물학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최근 단일 세포 유전체 증폭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유전체, 전사체 및 후성유전체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유전체 연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세포 개체군 분석에서
단일 세포 분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은 발달, 면역,
종양, 노화 등 다양한 생체 및 질환 시스템의 세포 간 변이와 전체 시스템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의 기본 개념, 다양한 통계 및 기계학습 모델을 배우고 실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한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ntroduction to single-cell RNA-seq
 Quality control
 Normalization
 Accounting for technical noise
 Visualization
 Clustering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Pseudo-time analysis
*참고강의교재:
*교육생준비물: 노트북, R
*조교: 이은민 (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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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 Single Cell Transcriptomics
DAY : 2월 9일
Organizer : 김 종 경 (DGIST)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09:30-10:50

Introduction to single-cell RNA-seq

10:50-11:10
11:10-12:30

휴식 및 질의응답

Quality control, Normalization, 실습

12:30–13:30
13:30-14:40

16:10-16:20
16:20-17:30

김종경(DGIST)

점심
Accounting for technical noise,
Visualization, 실습

14:40-15:50
15:50-16:10

김종경(DGIST)

김종경(DGIST)

휴식 및 질의응답

Clustering,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실습

김종경(DGIST)

휴식 및 질의응답

Pseudo-time analysis, 실습

김종경(DGIST)

강의개요
BI3: Cancer Multiomics Data Analysis
Organizer : 김 태 민 (가톨릭대학교)
공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암유전체의 멀티오믹스
자료는 오믹스데이터의 통합분석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resource이다. 본 강의는
암유전체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거나 이러한 분석에 관심이 많은
기초-임상영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종류의 대표적인 암유전체
멀티오믹스 데이터(mRNA expression profiles, DNA copy number alterations,
mutation profiles)의 기본구조 및 생물학적-임상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기법들을 실제 R기반의 실습을 통해 구현해보고자 한다.
본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ntroduction of cancer genome analyses and TCGA database
 Gene expression analyses - mRNA expression, clustering and molecular
taxonomy, survival analysis, pathway analysis and GSEA, deconvolution 등
 Copy number alterations - segmentation, visualization (IGV and Circos),
GISTIC, tumor purity/ploidy 등
 Mutation analyses - MuTect and MutSig, functional interpretation,
mutation hotspots/signatures/clonality 등
본 강의는 기본 가공이 완료된 TCGA level 2-3 수준의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시퀀싱데이터의 low-level분석은 본 강의의 대상이 아님.
*교육생준비물: R이 설치된 개인랩탑(추가 설치가 필요한 R패키지, R이외의 소프트웨어,
실습용데이터셋은 추후 공지)
*조교: 정혜영(가톨릭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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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3: Cancer Multiomics Data Analysis
DAY : 2월 10일
Organizer : 김 태 민 (가톨릭대학교)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 - 09:10

등록

09:10 - 09:30

개회사

9:30 - 10:30

Introduction of cancer genome
analyses and TCGA database

10:30 - 10:40
10:40 - 11:40

휴식 및 질의응답

점심
Gene expression analysis #2

13:50 - 14:00
14:00 - 14:50

DNA copy number analysis

김태민

Mutation analysis #1
휴식 및 질의응답

김태민

Mutation analysis #2

16:50 - 17:00
17:00 -

김태민

휴식 및 질의응답

15:50 - 16:00
16:00 - 16:50

김태민

휴식 및 질의응답

14:50 - 15:00
15:00 - 15:50

김태민

Gene expression analysis #1

11:40 – 13:00
13:00 - 13:50

김태민

휴식 및 질의응답
Closing discussion

김태민

강의개요

CI1: Cancer Panel Data Analysis (SNV 및 CNA)
Organizer: 김 상 우 (연세대학교)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경이론 (정밀의료와 NGS 유전체 검사)
 Cancer Panel 활용 연구 및 유용성
 Cancer Panel의 디자인, 데이터 생산 및 처리방법
 Cancer Panel을 이용한 SNV 분석의 이론과 실습
 Cancer Panel을 이용한 CNV 분석의 이론과 실습
 결과 해석 및 시각화
*참고강의교재: 당일 제공
*교육생준비물: 노트북 컴퓨터
*조교:
- 김소라 (중개유전체정보연구실,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박사과정)
- 서미경 (중개유전체정보연구실,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박사과정)
- 손현주 (중개유전체정보연구실,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통합과정)
- 김은영 (중개유전체정보연구실,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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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 Cancer Panel Data Analysis (SNV, CNA)
DAY: 2월 8일
Organizer: 김 상 우 (연세대학교)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이론강의 1:

09:30-10:45

정밀의료와 유전체 검사

김상우

Cancer Panel 디자인 및 임상적 유용성

10:45-11:00
11:00-12:30

휴식 및 질의응답
이론강의 2:
Cancer Panel 의 분석 이론 (SNV 및 CNV)

12:30–13:30

점심
실습강의 1:

13:30-14:50

Linux 사용법, 실습강의 개요, 데이터소개
Cancer Panel 기초 분석

14:50-15:00
15:00-16:20

김소라, 서미경,
손현주, 김은영

휴식 및 질의응답
실습강의 2:

김소라, 서미경,

Cancer Panel을 이용한 SNV, CNV 분석

손현주, 김은영

16:20-16:30

휴식 및 질의응답
실습강의 3:

16:30-17:30

김상우

Cancer Panel을 이용한 SNV, CNV 분석
결과 해석 및 시각화

김소라, 서미경,
손현주, 김은영

강의개요

CI2: Cancer Panel Data Analysis(Fusion.SV)
Organizer : 정 제 균 (삼성유전체연구소)

임상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유전자 패널 데이터의
Fusion 분석과정을 실습한다.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임상 유전체 분석의 기본 개념 및 패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이해
 패널 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샘플 및 NGS 데이터의 Quality 평가 기법
 실제 유전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Fusion calling의 실습
 IGV를 활용한 Fusion calling 결과의 해석 테크닉 실습
*참고강의교재:
*교육생준비물: 개인 노트북 (메모리 2G 이상 권장)
*조교: 2명(삼성유전체연구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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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 Cancer Panel Data Analysis(Fusion.SV)
DAY : 2월 9일
Organizer : 정 제 균 (삼성유전체연구소)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09:30-10:50

Cancer Panel 데이터 분석의 이해

10:50-11:10
11:10-12:30

휴식 및 질의응답
Cancer Panel 데이터 Quality 평가 기법

12:30–13:30
13:30-14:20

Fusion.SV Calling 의 분석 기법 소개

신현태/

(DNA fusion, RNA fusion)

윤재원

휴식 및 질의응답
(실습 I) DNA Fusion.SV calling 분석 및 결
과 해석

16:00-16:10
16:10-17:30

배준설

점심

14:20-14:40
14:40-16:00

정제균

신현태

휴식 및 질의응답
(실습 II) RNA Fusion.SV calling 분석 및
결과 해석

윤재원

강의개요

CI3: Rare Disease Analysis
Organizer : 최 무 림 (서울대학교)

강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NGS 데이터 기반 유전 변이 검출과 평가
 다양한 희귀질환 환자, 가족 데이터의 형식과 연구 디자인
 희귀질환 환자 분석을 통한 병인 변이 검출 실례
 Public DB 이용을 통한 유전 변이 평가
 변이의 생물학적 기능성 증명 방법
*참고강의교재:
*교육생준비물: R
*조교: 유용진, 유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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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3: Rare Disease Analysis
DAY : 2월 10일
Organizer : 최 무 림 (서울대학교)

시간

발표내용

연자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사

9:30-10:50

희귀질환의 유전학, 유전 변이 평가법

10:50-11:10
11:10-12:30

휴식 및 질의응답
변이의 기능 유추와 연구 디자인

12:30–13:30
13:30-15:30

최무림

최무림

점심
희귀질환 데이터의 분석, public DB 이용

최무림, 유용진,

실습

유태경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