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연구중심병원 3유닛 선정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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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QR코드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 온라인 심포지엄 - 라이브 생중계 (http://smc-k-demstation.co.kr)
사전등록기간 | 2021.11.26(금) ~ 12.13(월) / 행사 당일 등록 가능
문의처 |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 02-3410-0819


Time

Title

Speaker

10:00 - 10:05 (05')

인사말

이규성 교수 연구부원장, 삼성서울병원

10:10 ‒ 10:15 (05')

축사

09:30 - 10:00 (30')
10:05 - 10:10 (05')
10:15 - 10:25 (10')

Session 1

10:25 - 10:45 (20')

10:45 ‒ 11:00 (15')
11:00 ‒ 11:15 (15')
11:15 - 11:30 (15')
11:30 - 11:45 (15')
11:45 - 12:00 (15')

Session 2

13:00 - 13:15 (15')
13:15 - 13:30 (15')
13:30 - 13:45 (15')
13:45 - 14:00 (15')
14:00 - 14:15 (15')
14:15 - 14:30 (15')

Session 3

14:30 - 14:45 (15')
14:45 - 15:00 (15')
15:00 - 15:15 (15')
15:15 - 15:30 (15')
15:30 - 15:45 (15')
15:45 - 16:00 (15')

Session 4

16:00 - 16:15 (15')
16:15 - 16:30 (15')
16:30 - 16:45 (15’)
16:45 - 17:00 (15’)
17:00 - 17:15 (15')
17:15 -

참석자 등록

축사

이형훈 국장 보건복지부

박승우 교수 원장,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연구중심병원 3 유닛 K-DEM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

전홍진 교수 디지털연구센터, 삼성서울병원

Leveraging sensors for the assessment of mood symptoms

Paola Pedrelli Harvard Medical School

환자 유래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10:25 ~ 12:00)

우울증 치료를 위한 VR기반 디지털 치료기술
경도인지장애 치료용 디지털치료제

내분비/COPD 질환 관리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 기술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for Pain Estimation
Q&A

Wearable device/IoT 기반 디지털 환자 자기 관리 기기 (13:00 ~ 14:30)

Social robots for pediatric patients
얼라이브 코어 회사 ‒ 기술 및 제품

실내외 환경관리를 통한 소아 만성질환의 치료 중재
월경 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 기술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연구 개발 동향
Q&A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개인 맞춤 지능형 전자약 (14:30 ~ 16:00)

난치성 뇌전증 극복을 위한 전자약 개발
난치성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전자약

손상된각막조직과신경다발재생목적의미세전류를이용한의료기술및치료장치개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자약

Wireless Neural Stimulation System-on-Chip for Electronic Therapeutics
Q&A

디지털 전자 치료기기 - Bench To Market 사업화 전략(16:00 ~17:15)

디지털 치료제 품목허가 프로세스 - 식약처/K-DEM 규제 Hub 구축
디지털헬스케어기기 SW 및 사이버보안의 동향 및 대응전략
디지털헬스케어기기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전망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투자 동향
Q&A

좌장 : 전홍진 교수(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혜민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육현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고종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좌장 : 김성훈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손명희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주연 대표 얼라이브코어 코리아

안강모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산희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부인과

김의철 이사 휴레이포지티브

좌장 : 손영민 교수(삼성서울병원)

손영민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박은경 박사 순천향대학교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태영 교수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도형 대표 뉴아인

이형민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좌장 : 유규하 교수(삼성서울병원)

복혜숙 팀장 삼성서울병원 A-CRO

오재영 지사장 SZU KOREA
김 영 대표 사이넥스㈜

이강수 대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Closing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상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