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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hapter of Future Regenerative Medicine

TERMIS-AP 2022
2022 아시아 태평양 조직공학 〮 재생의학회

October 5-8, 2022 / Jeju, South Korea
Welcome Message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 아시아 태평양 대회(TERMIS-AP 2022)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오는 10월 아름다운 제주에서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아시아 태평양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New Chapter of Future Regenerative Medicine’ 이라는 대회 주제하에
저명한 기조강연과 60개 이상의 심포지움, 학생 및 신진연구자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국내외 최신 재생의학과 더불어 다 학제간 학문의 기초지식, 응용 및 연구개발 동향을
교류는데 크게 기여할 본 학회에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절, 제주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석
공동조직위원장

임군일
조직위원장

김병수
공동조직위원장

Plenary Speakers
Prof. James J Yoo

Prof. David Mooney

"Overcoming Translational
Challenges for Entering a New Era of
Regenerative Medicine"

"Matrix Mechanics to Regulate
Regeneration"

Prof. Hsing-Wen Sung

Prof. Young Sook Son

"An Integrated Smart Electroactive
Dressing that Promotes Wound Healing and
Noninvasively Monitors Healing Progress"

"Endogenous Stem Cells in the Bone Marrow
for Tissue Repair and Disease Development"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USA)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Chinese Taipei)

ASIA-PACIFIC

(Harvard University, USA)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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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출

초록 접수 안내
➊ 초록 접수 : 2022년 6월 5일(일)까지

➋ 접수 토픽
일반

SYIS

(Students & Young
Investigators)

Exosomes, Organoids, Stem Cells, Biomaterials, Biofabrication, Tissue Engineering, Enabling
Technologies, Manufacturing and Bioprocess, Therapeutic Technologies(Preclinical & Clinical
Studies), Others
Tissue regeneration, Biomaterials (scaffold, 3D printing, fabrication, etc.), Delivery systems (drug,
biomolecules, active ingredient, etc.), Stem cell engineering (cell therapy, developmental biology,
etc.), Organ-mimetic platforms (organoid, organ-on-a-chip, etc.)

➌ 접수 방법

· 일반 참가자는 General, 학생 및 신진연구자는 SYIS 클릭 후 접수
· ID 없을 경우 CREATE I D 클릭 후 계정 생성 후 접수 진행

조기 등록 안내
➊ 조기 등록 : 2022년 7월 15일(금)까지

➋ 등록 요금 : 국내 참가자 최대 60% 특별 할인 적용

※회원 가입 시 국적을 Korea로 선택할 경우 국내 특별 할인 적용

TERMIS 회원
비회원

일반 50만원, 학생 25만원, 신진연구자 30만원
일반 60만원, 학생 30만원, 신진연구자 35만원

※TERMIS 회원인 경우 할인혜택 적용을 위해 미리 연회비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TERMIS 멤버십 문의 : swilburn@termis.org
문의

Tel. 053 -740-0424 / Email. termisap2022@gmail.com

ASIA-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