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빅데이터 분류 및 분석과정 프로그램 안내
Ⅰ 목 적
□ (목표) 강원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2년~24년 3년간 총 240명의 전문인력 양성
□ (21년 예비과정) 22년~24년에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인력 양성
을 위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분석/처리 교육과정 운영
□ (22년~24년 정규과정)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술인재 과정과 창업인재 과정
등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Ⅱ 21년 예비과정 세부내용
□ 과정명 : 정밀의료 빅데이터 분류 및 분석인력 양성 교육
교육기간
2021.4.30. ~ 5.21 (3주)

교육시간
주5일,
1일 3시간
(14:00 ~ 17:00)

교육인원
25명

- 교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 이루리 시스템 활용(강의/출석관리)
□ 강사진 : 강원대학교병원 교수, 분당서울병원 교수, 고려대 교수 등 10여명
□ 교육내용 : 정밀의학 소개, 생의학 데이터 정보분석,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정보처리기술 등
주간

Part1

대분류

강의

소개

Introduction to Precision Medicine

Clinical Data

Biomedical Data&Hospital information system(개론)

Clinical Dat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linical Data

Utilization of Clinical Data

Genomics

Genomics for Precision medicine

Part2

Part3

Genomics

유전체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소개

Genomics

생물정보학을 활용한 질환예측

Genomics

전장유전체를 이용한 정밀의료와 유전체의학

Lifelog

Indtroduction to Lifelog(개론)

Lifelog

Digital Health care system (가제)

BigData

Introduction to BigData and Data Mining

BigData

BigData Analysis with Python

BigData

BigData Applications and Practice

Artificial Intelligence

Introduction to AI, ML, and DL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nning and Its Recent Trends

Ⅲ 지원 자격 및 교육장려금 지급
□ 지원자격 : 관련 학과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 관련학과 : 빅데이터메디컬융합학과, 융합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관련 교육 이수자 우
선 선발
※ 단, 금번 과정은 2021.3.12일 빅데이터융합보안사업단에서 진행한 “온라인 비교과 설명
회”와 관계없으며, 2022년 정밀의료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인력의 양성과정임.

□ 교육생 지원 사항
m 교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에게 장려금 지급 : 30만원(1회)
구분

교육 장려금

교육장려금

30만원

- 교육장려금은 교육 종료 후 지급 (※ 단, 교육이수율이 80% 이상자에 한함)
m 교육이수증 제공
m 교육 진행 및 실습 장비 준비 방법
- 강의는 이루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개인 PC 이용)
□ 학생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1.4.7.~4.13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에서 접수https://bcs.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