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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글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http://khealth.org/kshs/)는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6월 26일(금)

에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OUN 대강당에서 “암연구에서의 정보와 통계: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의 1순위이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이에 국가차

원의 암관리 대책 및 암에 관한 연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암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암의 발생률과 추이, 암의 유병률, 위험요인 분석, 암 자료의 관리 및 정보

화 등, 통계와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춘계학회에서는 특별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의 보건의료인들이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서, 암 연구에서 최신 통계방법론과 정보에 관련된 

논점을 심도있게 다루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통계적 방법론과 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그 활용가치를 일깨

워 주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보건정보통

계 연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2009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남병호 (국립암센터)

2009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영성 (국림암센터)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이태림

 



시 간 " 암연구에서의 통계와 정보: 현재와 미래 " 비고

09:00-09:30      등록

09:30-09:50
(20분)

    개회식                                   사회 : 안형진(고려대 의학통계학교실)

  [인사말] 이태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축  사]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서울대 총장)

  [축  사] 이승욱 (대한보건협회 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09:50-10:20
(30분)

 Keynote Speech   Jin Soo Lee (President of National Cancer Center)
                      "Cancer Control in Korea, Facts and Future"

10:20-10:40     Coffee Break

10:40-11:20
(40분)

11:20-12:00
(40분)

12:00-12:30
(30분)

 심포지움 1  :  Recent development of Biostatistics in Cancer Research

좌장 : 이태림(방송대 정보통계학과)

  Invited Speech  (1)  Kyungmann Kim (Univ. of Wisconsin)

 Title: A Bayesian Covariate-Adjusted Response-Adaptive Design with  
Biomarkers for Targeted Therapies in Cancer Regards 

  Invited Speech (2) Jack J. Lee (Univ.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Title:Applying Predictive Probability to Enhance the Design and Conduct of 
Cancer Clinical Trials

  Invited Speech  (3) Tae Rim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itle:  Tree Structured Prognostic Model for Cancer Survival

12:30-14:20                 점심식사 및 위원회의

14:20-15:00
(40분)

   Special Lecture                           좌장 :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 Seiichiro Yamamoto (National Cancer Center in Japan)
    Title: Cancer Epidemiology, Risk Factor

15:00-15:20                 Coffee Break

15:20-17:00
(100분)

                                   Pararell Session

포스
터 

발표

      암연구에서의 통계분석 
보건의료 환경에서 암환자 정보관리 

초고속 정보망의 현황과 활용

좌장:남병호(국립암센터 암통계연구과) 좌장: 이영성(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Speaker 1: Projection of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in Korea

박소희 (국립암센터 암통계연구과)

Speaker 1: 국내외 초고속연구망 현황 
 강선무(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 성과관리단 

단장) 

Speaker 2: Basic Methods of Gene 
Mapping and Identification in Cancer 

Research
성주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peaker 2: KREONET 응용 현황
 이혁로(Senior Researcher Dept. of 
Computing &Networking Resources 

Supercomputing Center, KISTI )

Speaker 3: Spatio-Temporal Analysis in 
Cancer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
황승식 (인하대학교 사회의학교실)

Speaker 3: 보건의료 환경에서 
초고속정보망 : 의학분야의 활용

이영성(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토론                   토론

17:00-17:20
[폐회식]

[폐회사] 이태림 (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 학회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