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
1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기반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연구성과를 여러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9.04.10.

(수)

❍ 장소

: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 주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3:00 ~ 18:00

행사 식순 … [별첨 : 학술대회 프로그램] 참조

참가안내
사전등록기간 : 2019. 3. 20. (수) ~ 2019. 4. 5. (금) , 등록비(무료)
※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가능한 사전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방법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홈페이지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전자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cjy1234@nhimc.or.kr, 전자팩스 : 0303-3448-7105
등록확인 문자발송 : 학술대회 주관부서에서 「참가신청서」 확인 후 휴대폰으로 등록확인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평일 기준 1~2일 이내 문자수신이 안 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31-900-6976, 6974)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 반영됩니다.
주차는 무료로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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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주시기

[별첨]
·

공단-일산병원
공단
-일산병원 제
제1회
1회 공동 학술대회 프로그램
《 행사명 : 제1회
제1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 》

장소

시간
13:00∼13:30

내용
등 록

13:30∼13:40
컨벤션홀
13:40∼15:00
15:00∼15:30

개회사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축 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 강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포스터 관람 및 Coffee Break

❏ 세션 1 : 임신과 출산

컨벤션홀
(Room 1.)

좌장 :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15:30∼15:45

정재은 (일산병원)

• 가임기 여성에서 다낭성난소증후군 관리와 예방을 위한 연구

15:45∼16:00

박진수 (일산병원)

• 류마티스질환을 가진 가임기 여성의 임신율, 임신 결과 및 임신 중 약물이용 형태와
동반질환에 관한 연구

16:00∼16:15

기정혜 (일산병원)

• 자궁경부암의 사회적 인자에 따른 발생률의 변화 분석 및 국가검진의 유용성 분석

16:15∼16:30

조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산 분만‧저체중 출생아 현황 및 고위험 산모 현황 분석

16:30∼16:40

질의응답

❏ 세션 2 : 고령화

좌장 : 권국환(일산병원)

16:40∼16:55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령사회 고위험 고비용 환자 의료이용 현황과 유형분류

16:55∼17:10

김종헌 (일산병원)

• 항혈소판제제의 심뇌혈관 질환 일차예방효과

17:10∼17:25

이준홍 (일산병원)

• 한국인 치매환자의 암발생에 관한 연구

17:25∼17:40

김창수 (연세대학교)

• 한국인 치매 유병 경향

17:40∼17:50

질의응답

❏ 세션 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컨벤션홀
(Room 2.)

좌장 : 이건세(건국대학교)

15:30∼15:45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

15:45∼16:00

김동욱 (일산병원)

•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16:00∼16:15

정준희 (일산병원)

• 유소아 청각장애 현황과 주요 위험 인자

16:15∼16:30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심장재활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16:30∼16:40

질의응답

❏ 세션 2 :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좌장 : 강석민(연세대학교)

16:40∼16:55

장태익 (일산병원)

•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16:55∼17:10

이찬주 (연세대학교)

• 고혈압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들의 조절 혈압에 따른 임상 예후 분석 연구

17:10∼17:25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행태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17:25∼17:40

전재관 (국립암센터)

•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 평가 – 위암 검진을 중심으로

17:40∼17:50

질의응답

※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참가자 일정 및 행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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