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의료 데이터
진흥전략 수립
워크숍 안내
교육목표

의료정보분야 최신 이슈 논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분야별 로드맵과 보건의료 데이터 진흥전략 수립

교육일정

2020. 11.

9.(월) ~ 11. 10.(화), 9:00~17:00 (2일, 12시간)

신청방법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hie.kohi.or.kr)온라인 수강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참석여부 및 Action Planning 참여 희망분야 등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운영형태

온오프믹스 (실시간 라이브+오프라인)

교육대상

국내 의료정보분야 전문가 50명
•정부 및 공공기관 _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관련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HO-FIC 한국협력센터, 4차산업 헬스케어특위
•사업단 _ P-HIS 사업단, K-master 사업단, Dr.Answer 사업단, 암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 등 관련 사업 수행기관
•의료기관 _ 연구중심병원, 데이터중심병원 등의 CIO 및 의료정보관리자
•학계 _ 정밀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교수진 등

교육특징
교육시간표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계 사전 워크숍 프로그램
일자

시간

교과목

~9:20

강사

등록

9:20~9:40

워크숍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9:40~9:50

환영사

9:50~10:00

축사

송현정 대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EYNOTE LECTURE]
10:00~12:00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로드맵 수립 필요성과 전략

11:30~13:00

중식

사회: 이상헌 교수
Prof.Henrique
(University of Beira Interior)

[주제발표 1] 의료정보 분야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Ⅰ

1일차
11.9.(월)

13:00~14:00
14;00~14:20

사회: 이재호 교수
강준 과장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①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오현복 단장

인재양성 현황 및 과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4:20~14:40

② AI 학습용 헬스케어 데이터셋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14:40~15:00

의료AI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00~15:20

휴식

김종엽 교수
(건양대학교병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홍보이사)

신수용 교수
(삼성서울병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이사)

[주제발표 2] 의료정보 분야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Ⅱ
15:20~15:40

③ P-HIS분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5:40~16:00

④ 해외 PHR 사례와 국내 PHR 적용 방향

16:00~16:20

⑤ 의료정보 표준의 오늘과 슬기로운 미래

16:20~16:40

⑥ 진료정보공유분야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사회: 박현애 교수
이상헌 교수
(고대의료원, 대한의료정보학회 연구소장)

이재호 교수
(서울아산병원, 대한의료정보학회 차기이사장)

이영호 교수
(가천대학교, 대한의료정보학회 기획이사)

박재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한의료정보학회 정보정략정책특별위원)

[실습·토론] 의료정보 정책 수립 Action Planning과 토론

2일차
11.10.(화)

Offline
Only

이상헌 교수

9:30~10:00

의료정보 정책과제 수립 Action Planning 안내

10:00~12:00

의료정보 정책과제 수립 Action Planning

12:00~13:00

중식

13:00~13:30

팀별 발표자료 작성

주제별 팀장(6개 주제)

13:30~15:00

토론결과 발표 및 피드백

팀별 발표

15:00~16:30

EU 의료정보 정책 우수사례

*상기 내용은 코로나-19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정문의

좌장: 이영성 교수

정밀의료인재양성단 송현정 대리(02-3299-1474, twinhj12@kohi.or.kr)

(고대의료원, 대한의료정보학회 연구소장)

김종근 교수
(한국액션러닝협회)

Prof.Henrique
(University of Beira Inter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