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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한국줄기세포학회 2019 연례학술대회 후원사(전시부스 및 광고) 안내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는 2019년 9월 26일-27일 양일간, 국제줄기세포학회인 ISSCR과 공
동주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ell)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 Shinya Yamanaka교수, 2020년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회장 당선자인 미
국 Deepak Srivastava교수의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세계 저명한 석학들의 학술 프로그
램을 제공 하고, 기초연구에서 임상 적용까지 최근 줄기세포분야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중요한 주제
를 다루는 6개 세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본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한국줄기세포 연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학술 행사이며, 향후
한국줄기세포 연구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후원사로 참가 하시어 귀 사의 우
수한 제품과 최신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교육 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대 회 명
일 시

2019 ISSCR/KSSCR International Symposium
2019 국제줄기세포학회/한국줄기세포학회 국제심포지엄
2019년 09월 26일(목) ~ 27일(금)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컨벤션 센터

장 소


4층 : 세미나룸, 후원사(다이아몬드) 전시 부스, 등록데스크

2층 : 후원사 전시 부스, 포스터 세션

- 후원사 Sponsorship 신청 안내 신청 일정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 ~ 부스 신청에 따라 조기마감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변경된 점 : 신청 시, 부스 위치 선택 필수 진행
http://www.2019isscrksscr-symposia.org/sponsor/page2.php

문의

담당 : 한연정

행사 사무국 : 더 위드인 김학성 차장 /

전화 : 02-6959-5333

이메일 : info@2019isscrksscr-symposia.org

총무위원장 : 황동연

회장 : 김동욱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관 지하 3층 운영사무실
전화 : 070-7772-3339

ksscr@ksscr.org

http://www.ksscr.org

- 프로그램 개요 Keynote Lectures

Shinya Yamanaka(Center for IPS Cell Research & Application,
Japan), Deepak Srivastava(Gladstone, USA)
ISSCR Invited – 해외연자

Janet

Rossant(Gairdner

Schoeler(Max

Planck

Foundation,

Institute

for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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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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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Hongkui Deng(Peking University, China), Hideyuki

Okano(Keio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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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Japan),

Azim

Surani(University

of

Frenette(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USA), Amy Wagers(Harvard University, USA), Emi

Nishimura(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Japan), Peter
Special Sessions

Zandstra(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Nissim

Benvenisty(Hebrew University, Israel), Kevin Eggan(Harvard
University,

USA),

Christine

Mummery(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Malin Parmar(Lund University, Sweden), Insoo

Hyun(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SA)
ISSCR Invited – 국내연자

Dong-Wook Kim(Yonsei University), Yong-Mahn Han(KAIST),
Il-Hoan Oh(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ngsook
Son(Kyung Hee University), Do Hyun Nam(Samsung Medical
Center), Jongpil Kim(Dongguk University)
1) Organoids and development

Concurrent
Sessions Topic

2) Stem cells and tissue

engineering 3) Stem cells and regenerative medicine in Asia
4) Genome editing in stem cells

5) Application of stem cell

technologies 6) Stem cell quality control for cel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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