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enome Competition 2018
4 차산업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유전체 정보는 급속히 방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KGenome 사업단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유전체 연구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K-Genome Competition 대회를 개최합니다.
유전체 정보 분석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및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께 소정의 상금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 년 9 월 14 일
K-Geno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유전체빅데이터분석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참가대상:
유전체 정보 분석에 관심있는 국내 연구자,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 구성 참가
가능)

주제:
유전체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또는 분석 파이프라인 팩키지
(예: Whole genome/transcriptome assembly, Variant Calling, Drug response prediction, molecular
classification, data Viewer, analysis tools, etc.)
평가방법:

필요성(20%), 창의성 (40%), 활용 가능성 (30%), 기대효과 (10%)

- 개발 내용은 기존의 발표된 연구 내용과 차별성, 신규성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기존에 논문 등의 형태로 발표된 개발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시 프로그램 가독성 및 프로그램 재현성을 고려함

추진일정:
기간: 2018. 9. 14 ~ 2018.10. 21 (5 주간)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2018. 10. 22 ~ 2018. 10. 26
선정 통보: 2018. 10. 26 까지

시상식: 한국생명정보학회 (KSBi)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TBC/BIOINFO 2018 에서 발표 및 시상
(일시: 2018.11. 2 오후 2 시, 장소: 서울삼정호텔)

선정 및 포상:
대상 (1 명) 상금 200 만원
우수상 (2 명) 상금 100 만원
장려상 (4 명) 상금 50 만원

제출 서류 및 제출 유의사항:
1. 지원서 (첨부양식 1)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양식 2)
3. 개발 내용을 설명하는 개발서 (초록 및 개발 내용을 포함하여 국문 또는 영문 작성, 첨부양식 3)
4. 개발 프로그램 코드
-

R 또는 Python 코드사용 권장

-

Bioconductor, Tensorflow 등 공용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

-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출 (데이터 용량이
큰 경우 예제 데이터로 대체 제출하되 심사시 프로그램 재현 가능해야 함).

제출처:
지원서 및 프로그램코드 이메일 제출 (admin@k-genome.org)
또는 github 제출(https://github.com/K-Genome/K-Genome-Competition-2018)
신청서 다운로드: https://goo.gl/Jb1B9i
문의: admin@k-genome.org / 홈페이지 공지 참조: http://k-genome.org

주최: K-Genome 사업단 / 후원: 한국생명정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