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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목적

   임상현장 의사(MD)의 선진국 R&D 동향 및 창업 현장 체험 등 선진국 단기 연수를 통한
   미래 의사과학자로 진로 유도

   Schedule

   주요 내용

   미래 의사과학자 진로모색 해외연수(FMP, Future MD-PhD 프로그램)

   일정 | 2017. 6. 17 SAT ~ 6. 25 SUN / 7박 9일
   지역 |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샌디에고
   대상 |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추천 및 선정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발된 MD 27명
           (전공의, 전문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미국에서 MD의 R&D 및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 소개
   ※ 재미 한인과학자 커뮤니티 활용한 연계 세미나, 네트워킹 등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바이오기업, R&D대학 현장 견학
   2017 BIO USA 행사* 참석

   * 2017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San Diego(2017.6.19~22)

일시 일정 비고

6.17 SAT

16:00-10:30 출국 및 도착 KE023(대한항공)

13:00-15:00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점심식사) 씨푸드뷔페

15:00~ 참가자 교류 및 정리시간(오후) 호텔 투숙 및 휴식

6.18 SUN 개인정리시간  

6.19 MON 10:00~17:00

세미나

주제 1

  R&D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방법
  (미국 대학 및 기업의 연구 소개 등)

주제 2

  MD의 창업 성공사례 및 기회
  (MD출신 기업가, 창업가, VC 등)

세미나 연사

  주제 1

  조현선 박사 Ph.D.
  이근우 박사 Ph.D.

  주제 2 

  강현석 M.D., M.S
  김정은 M.D., 변호사

※ 연사소개 정보 참조 

※ 점심식사(한식뷔페) 

6.20 TUE 샌프란시스코 바이오 기업 등 현장 견학

6.21 WED

09:55~11:24 이동(샌프란시스코 → 샌디에고) VX952(Virgin America)

12:00~14:00 점심식사 한식당

14:00~15:00 호텔 체크인 및 개인정리

15:00~18:30 2017 BIO USA 참석(오후) San Diego
Convention Center

19:00~ 만찬

6.22 THU 2017 BIO USA 참석 San Diego
Convention Center

6.23 FRI
한국의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 및
미래부 주요 R&D정책 소개

6.24 SAT
6.25 SUN

09:23~10:54
12:50~17:10

출국(24일) 및 도착(25일)
(샌디에고 → 샌프란시스코(경유) → 인천)

VX953(Virgin America)
KE023(대한항공)

주요 연계 한인과학자 커뮤니티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관련 포닥,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의 학술단체(1980년 출범, 회장 진현용)

* UC Berkeley, UC San Francisco, Stanford University, UC Davi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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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정 비고

13:00 사전 미팅 및 출국 수속
인천공항 3층 출국장 하나투어 카운터 

※ 카운터 G, F사이
    중앙 엘리베이터 인근

16:00-10:30 출국 및 도착(인천 → 샌프란시스코) KE023(대한항공)

12:00-12:30 개별 입국 수속 및 수하물 회수 후 입국장 집합 ※ 정확한 집합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12:00-13:00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3:00-15:00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점심식사) 씨푸드뷔페

15:00- 참가자 교류 및 정리시간(오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Marriott Union Square Hotel
  (숙소정보 참고)

CONTENTS

Day 1 | 2017.6.17. SAT

Day 2 | 2017.6.18. SUN

Day 3 | 2017.6.19. MON

Day 4 | 2017.6.20. TUE

Day 5 | 2017.6.21. WED

Day 6 | 2017.6.22. THU

Day 7 | 2017.6.23. FRI

Day 8-9 | 2017.6.24. SAT – 25. SUN

비상연락처

필수 주의사항

숙소정보

주요 동선 및 위치

추가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일정

   세부 정보

   출국(비행정보)

   - 대한항공 KE023 (BOEING 747)
   - 출발 : 인천 2017.6.17. SAT 16:00
      도착 : 샌프란시스코 2017.6.17. SAT 10:30
   - 예상 비행시간 : 10시간 30분



7·미래 의사과학자 진로모색 해외연수 프로그램 8

   사전 미팅 시간 및 장소

   - 2017.6.17. SAT 13:00
   - 인천공항 3층 출국장 하나투어 카운터
      ※ 카운터 G, F 사이 중앙 엘리베이터 인근
   - 인원체크 및 e-Ticket, 안내책자 등 자료 배포 예정

   미국 도착 후 점심식사 및 휴식

   - 개별 입국 수속 및 수하물 회수 후, 입국장에서 모임
   - 인원 체크 후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 식사 후, 호텔로 이동, 체크인 및 휴식 (전용차량 이용)

   호텔정보

   - Marriott Union Square Hotel
      (480 Sutter St, San Francisco, CA 94108, USA)

   일정

   참가자 간 네트워킹 및 개인정리시간

일반구역 Landside 면세구역 Airside

1

A

B
C

D
EH

J
K

L

M

FG4
23

하나투어 미팅 포인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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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소요시간 일정 비고

9:40-9:50 10' 호텔 로비 집합

9:50-10:30 40' 세미나 장소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0:40-10:50 10' 인사말씀
진현용 박사
(KOLIS, 회장)

주제 1 R&D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방법

10:50-11:50 60’ 바이오 분야의 과학기술 사업화 조현선 박사

11:50~13:50 120' 점심식사

13:50~14:50 60’ 새로운 유전자 치료와 스타트업
이근우 박사
(GenEdit Inc., CEO)

14:50~15:10 20’ 휴식

주제 2 MD의 창업 성공사례 및 기회

15:10-16:10 60’ MD의 창업 성공사례 및 기회 등
강현석 박사
(Counsyl, Inc.,Executive    
 Medical Director)

16:10-16:30 20’ 휴식

16:30-17:30 60’ 미국 스타트업 개론
김정은
(LATHAM & WATKINS,
 변호사)

17:45~ 이동 및 저녁식사 전용차량 이용

   사전 미팅 시간 및 장소

UCSF, Mission Hall
주     소 | 550 16th St, San Francisco, CA 94158 USA
전화번호 | +1 415-476-5190 
웹사이트 | https://missionhall.ucsf.edu/
시설정보 | 보안 상 외부인은 출입증 패용이 의무이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은 상시 지참할 것

                   출입증 발급은 주최측에서 진행 예정!

1 2

1
홀 전경

2
홀 로비

   세미나 개요

   일   시 | 2017. 6. 19 MON 10:40 - 17:30
   장   소 | UCSF, Mission Bay Campus, Mission Hall
   목   적 | 미국에서 MD의 R&D 및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 소개
   주   제 | ① R&D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방법
              ② MD의 창업 성공사례 및 기회
   연사자 |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오 및 의학 분야 우수 한인과학자
              조현선 Ph.D.
              이근우 Ph.D., GenEdit Inc., CEO
              강현석 M.D., M.S., Counsyl Inc., Executive Medical Director
              김정은 M.D., LATHAM & WATKIN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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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Kunwoo Lee

   학력    학력

   경력

   경력

2012-201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Post Doc.
 · Anti-aging 분야에서 Therapeutic Targer, Biomarker에 대한 분자 기전 연구
 MBA / Start-up 생태계 모델 / Venture Capital 업계에 대한 독학

2011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사
 ·Metablic disease에 대한 Therapeutic Target, Biomarker에 대한 분자 기전 연구

2004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화학부 복수전공)

2016.5. Ph.D., Univi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ioengineering
2011.5. B.S., KAIST, Biological Sciences

2017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machine learning / data analytics / AI technology를
 이용한 진단 관련 biotech start up 설립 준비 중

2017 재미 한인 제약인 협회인 KASBP-SF 현 executive director으로 봉사 중

2016 바이오 분야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incubator인 Embedbio 설립 

2016 KOTRA Silicon Valley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수출박람회 참가 및 
 여러 회사들의 미국 진출 advisor

2016 KIC(Korea innovation center in Silicon Valley) 바이오 분야 advisor

2016 한국의 강소기업,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lean US 지사활동
 협업 모델 운영

2016-current  GenEdit Inc.
      CEO

2011-2016      UC Berkeley,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I am the CEO of GenEdit, which is an early-stage, therapeutic genome 
editing startup in Berkeley, California.  My scientifi c career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ovel drug delivery systems. The main focus of 
my research is macromolecular therapeutics delivery using nanoparticles 
and oligonucleotide based materials. I have published seven papers in 
this field; for example, I (in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developed 
the fi rst delivery vehicle that can deliver transcription factor protein in 
vivo(Nature Materials, 2015). 
This specifi c work proved that macromolecule delivery can be achieved 
with unique molecular design. I have also been involved in an emerging 
fi eld – CRISPR/Cas9 and gene editing – from its early stages, with the 
goal of developing novel, non-viral delivery technology for CRISPR/Cas9-
based therapeutics. 
I have collaborated with various world-leading scientists, including 
Jennifer Doudna, Stanley Qi, and Jacob Corn in CRISPR/Cas9; Albert 
Pisano in nanotechnology; Nicole King in microbiology; Tejal Desai in 
drug delivery; and clinicians at UCSF.  My intellectual curiosity led me to 
initiate these collaborations, which often resulted in co-publication or 
co-submission of papers.  One key result is GenEdit’s core technology 
– a non-viral, nanoparticle CRISPR/Cas9 delivery vehicle – which we 
developed at UC Berkeley. Due to these experiences,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many great people and manage projects with 
targeted milestones. I believe that I have the expertise and leadership 
necessary to successfully carry out this proposed research project and am 
excited to contribute in translation of CRISPR/Cas9 technology into the 
clinic.

Graduate Student Researcher

조현선
Hyunsun Jo, Ph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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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2010-2012        M.S., Stanford University, Biomedical Informatics
1996-2000        M.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1994-1996        Pre-me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0        MA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9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        M.B.A.,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Weatherhaed School of Management
2006        LL.M. in Health Law,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and Ethics
2003        M.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강현석
Hyunseok Peter Kang, M.D., M.S.

   경력

2016-current   Counsyl, Inc.
       Executive Medical Director

2015-current   ClinGen Sequence Variant Interpretation Working Group

2012-2016       Counsyl, Inc.
       Laboratory Director / Medical Director

2010-2012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Postdoctoral Fellow/Master’s student, Biomedical Informatics
       (with Atul Butte, M.D., Ph.D.)

2007-2010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Buffalo, NY
       Staff Physician/Assistant Professor, Laboratory Medicine
       Associate Director, Molecular Diagnostics

2005-2007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PA
       Fellow, Molecular Genetic Pathology

2001-2005       Washington University, St.Louis, MO
       Resident, Pathology (Laboratory Medicine)

2002-2004       Washington University, St.Louis, MO
       Research Associate (with Jeffrey I. Gordon, M.D.)

2000-2001       WashingtonUniversity,St.Louis,MO
       Research Assistant (with Wayne M. Yokoyama, M.D.)

2016-current   Latham & Watkins LLP, Menlo Park, CA
       Associate

2009-2016        Ropes & Gray LLP, Boston, MA
       Associate(2011.9-2016.6)Summer Associate(2009.5-2009.7)

2011-2016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Boston, MA
       Member

2009-2011        Ropes & Gray New Alternative Program Fellow
       at Health Care for All, Boston, MA
       Legal/Policy Analyst(2010.9-2011.8)
       Legal/Policy Intern(2009.9-2009-12)

2007-2008        BioEnterprise, Cleveland, OH
       Business Development Associate

2004-2007        Cube Consulting & Communications, Seoul, Korea
       Senior Consultant

2004-2006        BLT Medical Clinic, Seoul, Korea
       Primary Physician

2003-2004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Intern Physician(Trainee)

3

김정은
Jungeun Jekkie Kim, M.D., J.D., M.B.A., LLM.

   학력

   경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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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방문 개요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일     시 | 2017.6.20. TUE 10:00 ~ 12:00
면 담 자 | 리시연 Ph.D., Stanford University, Biology Department,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주요내용 | 캠퍼스 투어 및 개별 관람 시간 진행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활동 중인 KOLIS 회원과 네트워킹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 중심의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
-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릴랜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1824~1893)에 
   의해1891년 555명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개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레데릭 터먼(Frederick Terman) 학장은 교수와 학생 대상으로 창업 
   독려 정책을 펼쳐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기반이 됨

주     소 | 450 Serra Mall, Stanford, CA 94305, USA
전화번호 | +1 650-723-2300
웹사이트 | http://www.stanford.edu/

시간 일정 비고

8:50-9:00 호텔 로비 집합 VX952(Virgin America)

9:00-10:00 Stanford University 로 이동

10:00-11:30 Stanford University Campus Tour 리시연 박사
(Stanford University,
 Post.Doc)11:30~12:00 Stanford University 개별 관람

12:00-12:30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2:30-14:30 점심식사

14:30-15:30 Counsyl Inc. 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5:30-17:30 바이오 기업 Counsyl Inc. 견학
강현석
(Counsyl Inc., Executive   
 Medical Director)

17:30- 호텔로 이동 및 개인정리 전용차량 이용



17·미래 의사과학자 진로모색 해외연수 프로그램 18

   일정

시간 일정 비고

6:20-6:30 호텔 로비 집합

6:30-7:30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9:55-11:24 국내선 이동(샌프란시스코 → 샌디에고) VX952(Virgin America)

12:30-12:40
수하물 회수 후 집합
※ 집합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VX952(Virgin America)

12:40-13:00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3:00-14:00 점심식사 한식당

14:00-14:30 호텔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 Springhill Suites San Diego 
   Downtown Bayfront Hotel
   (숙소정보 참고)

14:30-15:30 호텔 체크인 및 휴식

15:30-16:00 호텔 로비 집합 후 BIO USA 행사장으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6:00-18:30 2017 BIO USA 참석 San Diego Convention Center

18:30-19:00
만찬 장소로 이동
※ 집합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전용차량 이용

19:00- 만찬

   국내선(비행정보)

   - Virgin America VX952 (AIRBUS A320)
   - 출발 : 샌프란시스코 2017.6.21. WED 09:55
      도착 : 샌디에고 2017.6.21. WED 11:24
   - 예상 비행시간 : 1시간 29분

   방문 개요

   Counsyl Inc.

[Counsyl Inc.]

일     시 | 2017.6.20. TUE 15:30 ~ 17:30
면 담 자 | 강현석 M.D., M.S., Counsyl Inc., Executive Medical Director
주요내용 | 기업 시설 투어 및 연구 활동 등 소개

- 스탠포드와 하버드의 과학자 및 사회적 기업가를 중심으로 2008년 탄생한 개인유전체 
   분석업체
- 부부의 타액을 분석하여 단기간(일주일) 내에 $349달러의 혁신적인 가격으로 태어날 아기의 
   유전질환(약 100여가지)을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2010년 시작
- MIT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가 발표한 ‘2015년 세계 50대 혁신기업’에서 5위 
   차지
   ※ 일루미나(Illumina, 2위), 암젠(Amgen, 19위), DNA넥서스(DNAnexus, 45위) 등

주     소 | 450 Serra Mall, Stanford, CA 94305, USA
전화번호 | +1 888-268-6795
웹사이트 | http://www.counsyl.com/



19·미래 의사과학자 진로모색 해외연수 프로그램 20

   개요

   San Diego Convention Center

일     시 | 2017. 6. 19 MON - 22 THU
장     소 | San Diego Convention Center
주     최 | 미국바이오협회(BIO*)
             *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대     상 | 전 세계 신약개발, 바이오공정, 지노믹스, 바이오연료, 나노 및 세포치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 관계자
목     적 |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로, 약 1주일간의 밀착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및 유망 파트너링 기회 및 만남의 장 제공

주     소 | 111 Harbor Dr, San Diego,
                 CA 92101, USA
전화번호 | +1 619-525-5000

2017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일정

시간 일정 비고

9:30-9:40 호텔 로비 집합

9:40-10:00 BIO USA 행사장으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19:00- 2017 BIO USA 참석 San Diego Convention Center

※ BIO USA 자율참관 및 점심, 저녁식사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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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한국의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 및 미래부 주요 R&D 정책 소개

15,937
INDUSTRY LEADERS

40%
C-LEVEL ATTENDEES

 192  COMPANY PRESENTATIONS
5,000+  COMPANIES

FEATURING

50 INTERNATIONAL & STATE PAVILIONS 
7 PRODUCT FOCUS ZONES

76
COUNTRIES

100+
INTERNATIONAL & DOMESTIC 

PUBLIC OFFICIALS

48
STATES

 
800+
SPEAKERS COVERING

157
TOPICS

1,800 

EXHIBITORS

35,700 PARTNERING MEETINGS
23% INCREASE OVER 2015

THANKS TO
OUR SPONSORS!

BRAIN HEALTH STARTUPS

GLOBAL INNOVATION

ACADEMIA

VALUEDIGITAL HEALTHPATIENT ADVOCACY

BUSINESS
DEVELOPMENT

PLUS THE MAYOR OF SAN FRANCISCO AND GOVERNORS FROM 
CALIFORNIA, IOWA, SOUTH DAKOTA, VIRGINIA

JUNE 6-9, 2016
MOSCONE CENTER

SAN FRANCISC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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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정부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행위 절대 금지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여권은 상시 소지

   개인상비약 등 다량의 약물 소지 시, 경우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 필요
   (미국 입국 시)

   (외교부) 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일정

일시 일정 비고

6.24 
SAT

5:50-6:00 호텔 로비 집합

6:00-6:30 샌디에고 공항으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9:23-10:54 국내선 이동(샌디에고 → 샌프란시스코) VX953(Virgin America)

10:54-12:30 환승 수속 및 대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6.25 
SUN

12:50~17:10 출국(샌프란시스코 → 인천) KE023(대한항공)

17:10~ 입국수속 후 해산 및 연수일정 종료

   세부 정보(비행 정보)

   국내선
   - Virgin America VX953 (AIRBUS A320)
   - 출발 : 샌디에고 2017.6.24. SAT 09:23
      도착 : 샌프란시스코 2017.6.24. SAT 10:54
   - 예상 비행시간 : 1시간 31분

   국제선
   - 대한항공 KE024 (BOEING 747)
   - 출발 : 샌프란시스코 2017.6.24. SAT 12:50
      도착 : 인천 2017.6.24. SUN 17:10
   - 예상 비행시간 : 12시간 20분

   주의사항

   국내선
   -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시, 대기시간과 터미널(국내선-국제선) 간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솔자의 안내에 집중하여 신속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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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San Francisco
주     소 | 480 Sutter St, San Francisco, CA 94108, USA
전화번호 | +1 415-398-8900
웹사이트 | http://www.marriott.com/
호텔정보 | 객실 내 WiFi 및 유선 인터넷 제공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도     시 | San Diego
주     소 | 900 Bayfront Court, San Diego, CA 92101, USA
전화번호 | +1 619-831-0224
웹사이트 | http://www.marriott.com/
호텔정보 | 객실 내 WiFi 및 유선 인터넷 제공
              야외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스낵바/델리 등

1
호텔전경

1
호텔 전경

2
호텔 객실

2
호텔 객실

3
호텔 로비

3
호텔 로비

1 1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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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공항   호텔 | 약 30분 소요 (차량)
호텔   UCSF Mission Hall | 약 15분 소요 (차량)

샌디에고 San Diego
샌디에고   호텔 | 약 10분 소요 (차량)
호텔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 약 10분 소요 (차량)

UCSF Mission Hall

Marriott Hotel

Golden Gate

샌프란시스코 공항

샌디에고 공항

SpringHill Suites Hotel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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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escription

sunny

sunny

Description

Description

sunny

sunny

Description

Description

sunny

sunny

Description

Description

Sunny

Sunny

High / Low

High / Low

26 / 14

25 / 19

High / Low

High / Low

24 / 14

22 / 17

High / Low

High / Low

26 / 14

22 / 17

High / Low

High / Low

23 / 13

22 / 17

강수확률

강수확률

0%

0%

강수확률

강수확률

0%

0%

강수확률

강수확률

0%

0%

강수확률

강수확률

0%

0%

6. 17

6. 21

6. 19

6. 23

6. 18

6. 22

6. 20

6. 24

SAT

WED

MON

FRI

SUN

THU

TUE

SAT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남자

   여자

호실 성명 소속기관 진료과목
최대진 강북삼성병원 외과

윤제홍 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재원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현명한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승주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이은재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박석우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임진영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재활의학과

연동건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오기영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영빈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양주석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손세일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유수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손주형 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권한조 부산대학교병원 안과

고태식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형회 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윤용 서울아산병원 암연구단

김태곤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호실 성명 소속기관 진료과목
김슬기 강북삼성병원 내과

최한뉘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안과

박채정 연세대의과대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권혜영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영상의학과

박지은 연세대의과대세브란스병원 내과

김소영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채수영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영상의학과

조윤정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내과

정지연 조선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현주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Contact Us
현지 연락망

현지 여행사 Ace Convention Tour
책임자 | 크리스티김 대표 626-802-8742
샌프란시스코 가이드 | 박승민 부장 415-724-7994
샌디에고 가이드 | 김민석 이사 213-392-2279

병원협의체 대표인솔자
서울아산병원 | 박윤용 교수 010-8724-7041
분당차병원 | 김태곤 교수 010-2896-0501
부산대학교병원 | 김형회 교수 010-6233-1397

실무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양준혁 010-2591-3811
                박주연 010-9095-3687
한국연구재단 | 정승모 010-4157-3521

여행사 인솔자
㈜좋은친구 대표이사 곽상오 010-500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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