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참여 안내
★ 논문발표
- 발표자격 : 발표 논문의 저자(발표자,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비 및 등록비 안내
-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08월 30일(금)
- 학회 홈페이지 (www.ksbm.or.kr)에서 “학회등록시스템”

회원(종신회원 및 2019년도 연회비 납부자) 또는 등록비
납부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자 초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으로 신청
- 홈페이지에서 회원확인/회비 및 참가비결제/영수증 출력

[초록접수 후 등록기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회원확인(연회비

등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및
등록비 결제를 모두 하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납부확인) 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발표형식
Pohang is a ci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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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부착과 철수 상황은 본회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철수시간
about 1,000 years. It is considered as a 'museum without
이전에 포스터를 철수하면 “포스터 미발표”로 분류됩니다. 또한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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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mountains,
없이 포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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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나 많이 혼잡하오니
사전등록을 권장합니다.
- 등록비 송금계좌 : 신한은행 100-026-949927 (예금주:
한국생체재료학회) 은행 입금 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정책 : 2019년 8월 23일(금) 이후에는 사전등록
취소가 불가 합니다.
★ 경품안내 : 경품을 준비하여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뿐 아니라 해당 연구실의 발표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집‘에 게재되는 초록은 본
The
학회Venue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타 학회 초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초록의 출판 및 보급에 대한 저작권을 수일부터
한국생체재료학회에 양도합니다.

★ 초록접수 : 2019년 8월 30일(금) 17:00까지
- 한국생체재료학회 홈페이지(www.ksbm.or.kr)에서
“학회등록시스템-초록접수” 로 등록
- 포스터 발표(PO)분야는 Functional biomaterials /
Drug and gene delivery systems / Nanomedicine /
Tissue engineering / Nano‧micro-biotechnology /
Bio-imaging / Regenerative medicine / Medical
devices / 3D printing /Stem cells /Others 중에서
선택하여 접수바랍니다. (초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영문만 접수하며 양식 수정 불가)
- Student Oral Competition(구두, SOC) 는 선발
완료되었으며 프로그램 확인바랍니다.
★ 구두(SOC) 발표 시상 : 우수한 구두발표상(부상포함) 및
최우수 구두발표상(부상포함)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포스터(PO) 발표 시상 : 우수 포스터 발표상(최우수
포스터 발표상 1명 포함)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WISET·KSBM 젊은 연구자상 시상: 우수
신진여성과학자 논문 발표를 통해 수여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총회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종신회원

등록비

130,000

150,000

정회원

등록비 A

210,000

230,000

등록비 B

200,000

220,000

등록비 C

130,000

150,000

등록비 A

90,000

100,000

등록비 B

80,000

90,000

등록비 C

60,000

70,000

등록비 D

-

50,000

등록비

220,000

240,000

학생회원

비회원
-

등록비B는 입회비 기납부자, 등록비C는 입회비, 연회비 기납부자

-

학생회원-등록비D는 현장에서만 학부 학생증을 제시하여 등록 가능

-

신진연구자위원회에 가입한 신진연구자의 첫해 신규등록 시 연회비 면제

■ 한국생체재료학회
- 학회 사무국 TEL 02-554-9977, FAX 02-554-9978
E-mail : ksbm2011@naver.com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 9월 20일(금)
장소 :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원님과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원님들과 관련 연구자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2019년 9월19일(목) ~ 20일(금)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합니다.
생체재료 관련 분야를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2분의 Plenary
강연 및 7분의 Keynote 강연과 국내외 강연, 포스터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 임군일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PL-1] Prof. Ki Dong Park(Ajou Univ., Korea)
[PL-2] Prof. You Han Bae(Univ. of UTAH, USA)
Session 1 : Rerspectives of Drug Delivery System (Eng.)
[S1-KL-1] Yongzhuo Huang(Shanghai Institute of Materia Medica, China)
[S1-KL-2] Chien-Wen Jeff Chang(Nat‘l Tsing Hua Univ., Taiwan)
[S1-KL-3] Weiping Wang(Univ. of Hongkong, Hongkong)
[S1-IL-1] Daishun Ling(Zhejiang Univ., China)
[S1-IL-2] Mitsuhiro Ebara(NIMS, Japan)
Session 2 : Recent Advances in Biochip Technology
[S2-KL-1] Sung Jin Park(Emory Univ. School of Medicine, USA)
[S2-IL-1] Hong Nam Kim(KIST
[S2-IL-2] Gi Seok Jeong(Asan Medical Center)
[S2-IL-3] Aram Chung(Korea Univ.)
[S2-CL-4] Young Bong Kim(KR Biotech)
Session 3 : Tissue Engineering & Bio-printing Techniques (Eng.)
[S3-KL-1] Xiumei MO(Donghua Univ., China)
[S3-KL-2] Guoping Chen(NIMS, Japan)
[S3-IL-1] Junhee Lee(KIMM)
[S3-IL-2] Jinah Jang(POSTECH)
[S3-IL-3] Sungjune Jung(POSTECH)
Session 4 : Biomaterials to Reconstruct Intra-oral Hard Tissues
[S4-IL-1] Yoon Jeong Park(Seoul Nat'l Univ.)
[S4-IL-2] Han Sung Jung(Yonsei Univ.)
[S4-IL-3] Han Sung Jung(Yonsei Univ.)
[S4-IL-4] Ki-Sun Lee(Korea Univ. Ansan Hospital)
[S4-IL-5] Sung-Hwan Choi(Yonsei Univ.)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Session 5 : Nanobio Platform for Therapeutic Biomaterials
[S5-KL-1] Joo Eun Chung(IBN, Singapore)
[S5-IL-1] Kwangmeyung Kim(KIST)
[S5-IL-2] Jae Hyung Park(Sungkyunkwan Univ.)
[S5-IL-3] Byung-Soo Kim(Seoul Nat'l Univ.)
[S5-IL-4] Ja-Hyoung Ryu(UNIST)
Special Session 6 : Future of Biomaterials and Reproductive
Medicine
[S6-IL-1] Youngsok Choi(Konkuk Univ.
[S6-IL-2] Haengseok Song(CHA Univ.)
[S6-IL-3] Kyung-Soon Park(CHA Univ.)
[S6-IL-4] Woo-Ram Park(CHA Univ.)
Session 7 : Next Generation Stem Cell Therapy
[S7-IL-1] Seung Ah Choi(Seoul Nat'l Univ. College of Medicine)
[S7-IL-2] Ihn Han(Kwangwoon Univ.)
[S7-IL-3] Jae Young Lee(GIST)
[S7-IL-4] Dae Hwi Park(GC LabCell)
[S7-IL-5] Hee Ho Park(Kangwon Nat'l Univ.)
Session 8 : Future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Biomaterials
[S8-IL-1] Dong-Hwee Kim(Korea Univ.)
[S8-IL-2] Ki Su Kim(Pusan Nat'l Univ.)
[S8-IL-3] Seongjun Park(KAIST)
[S8-IL-4] Jae-Byum Chang(KAIST)
[S8-IL-5] Seonyeong Kwak(Seoul Nat'l Univ.)
Session 9 : Student Oral Competition Ⅰ
Session 10 : Restoration and Rejuvenation of the Skin and
Soft Tissue
[S10-IL-1] Ki Yong Hong(Dongguk Univ. School of Medicine)
[S10-IL-2] Jeongmok Cho(BANOBAGI Plastic Surgery Clinic)
[S10-IL-3] Jin Woong Kim(Sungkyunkwan Univ.)
[S10-IL-4] Ohsang Kwon(Seoul Nat'l Univ. College of Medicine)
[S10-CL-1] Da Eun Seo(HansBiomed Corp.)
Session 11 : Design of Medical Device: From Bench to Clinics
[S11-IL-1] Suck Won Hong(Pusan Nat'l Univ.)
[S11-IL-2] Sugeun Yang(Inha Univ.)
[S11-IL-3] Hongsoo Choi(DGIST)
[S11-IL-4] Bong Sup Shim(Inha Univ.)
[S11-CL-1] Jaeyun Kim(Rokit helthcare Inc)
Session 12 : Student Oral Competition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