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y K Group 에서 "Digital Therapeutics Overview" 라는 주제로 2 월 19 일 세미나를 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 이메일 포워딩 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Bay K Group 입니다.
2 월 19 일에 한국에서 세 분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가 분들이 실리콘 밸리 방문하셔서 Fgroup 에서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Digital Therapeutics Overview”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드림센터 서니베일 (Dream Center Sunnyvale. 1290 Reamwood
Ave Suite B, Sunnyvale CA 94089)입니다. 연사분들께서 각 약 20 분 정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고, 이후에는 Q&A 후에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7:00pm – Door open
7:15pm – Announcements
7:30pm – 8:30pm – Seminar
8:30pm – Networking
다과와 와인& 맥주& 소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녁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링크(https://forms.gle/d32CJWCr9LZ1uVrQ9)를 통해 RSVP
주시고 참가비 $10 을 Paypal: adaka0@stanford.edu 혹은 Venmo: @Jongmin-Seo 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 사항은 jmseo.eng@gmail.com 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사분들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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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前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개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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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섭, Ph.D.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yoonsupchoi/
Homepage: http://www.yoonsupchoi.com
2016- 현재: 대표파트너 & 공동창업자, (주)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2015- 현재: 소장 & 창업자,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2020- 현재: 칼럼리스트, 한국경제신문 (‘최윤섭의 헬스케어 돋보기’ 연재) 자문, 심평원,
혁신의료기술 전문가 협의체
2018- 현재: Editorial Board Member, npj Digital Medicine 발기인/기획이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2019- 현재: 자문,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전문가 협의체
2015- 현재: 엔젤투자자, 15+ 헬스케어 스타트업 (뷰노, 3billion, 닥터다이어리, 뮨, 펫트너
등) 전문기고가,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블로그 http://www.yoonsupchoi.com
2014-2015: 연구조교수,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2013- 2014: 팀장,KT 융합기술원컨버전스연구소
2010 – 2013 연구조교수,서울대학교의과대학암연구소
2010 – 2010: 박사후연구원,포항공대생명공학연구센터
2007 – 2008: 방문연구원, Stanford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 Systems Biology
2006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생명과학과 (복수전공), 이학사
2010 이학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부
서종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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