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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iTIP 2017 “제35회 미래 정보 기술·산

업 전망(iTIP 2017: 2017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심포지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ICT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에서는 대한의료

정보학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다가오는 2018년도

를 준비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 의료헬스 융합과학에 대한 청사진을 만

들어 새로운 디지털 의료 헬스 과학의 개척을 선도하고자 “디지털헬

스 미래기술 심포지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딥러닝,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정보 학계와 ICT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두 망

라한 의료 헬스 분야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딥러닝, 인

공지능 분야의 오늘과 미래에 대하여 현장 체험, 데모 시연, 미래 전

망에 대한 발표 토론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

하였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초청 연사의 주옥같은 체험과 이

론적 기반을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헬스 분야와 지능정보기술이 만나 새로운 연구 기술 개발 분

야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본 행사는 부산의 최고의 축제인 불꽃 축

제와 연계하여 의료 헬스와 지능정보기술의 지식 습득의 기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볼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

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정보과학회 심포지움 행사에 오셔서 새로

운 기술을 습득하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감대 마당에 동참하지 않

으시겠습니까?

의료헬스를 위한 지능정보기술이 한국을 지배하는 세상을 준비하

는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7년 10월

대  회  장 유재수 부회장(한국정보과학회)

박래웅 이사장(대한의료정보학회)

성원경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 직 위 원 장 김일곤 교수(경북대)

이민호 센터장(KISTI)

  초대의 글 Invitation

10월 27일(금) 오후

등  록(14:00~17:30) :  벡스코 컨벤션홀 1층 로비

트랙 T1-딥러닝 T2-블록체인 T3-의료융합 T4-딥러닝 응용
T5-의료헬스IoT, 

빅데이타 

세션
[세션1-1] 
딥러닝1

[세션2-1]  
헬스케어 블록체인

[세션3-1]  
정밀의학

[세션4-1]  
딥러닝 응용

[세션5-1]  
IoT헬스케어 기기

104+105+109+110호 102호 103호 106호 101호

좌장 이건명 교수 김일곤 교수 신수용 교수 최호진 교수  전종홍 책임

14:40~16:40

딥러닝과 기계학습
이건명 교수

(충북대)

  How to cook  
BlockChain?
홍승필 교수
(성신여대)

  Overview of Health-
care Data for 

Computer Engineer 
신수용 교수

(경희대)

머신러닝을 활용한 
우울감과 불면의 

예측 모형
차미영 교수

(KAIST)

헬스케어 IoT 기술  
특허 동향

손기호 변리사
(프런티어국제특허

법률사무소)

Text Generation and  
Attention 

Mechanism
이지형 교수
(성균관대)

What hurdles should 
we overcome to 
implement block-

chain in healthcare?
정세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강재우 교수
(고려대)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오픈 
이노베이션
심우현 교수

(서울아산병원)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소개 및 AWS 
기반의 헬스케어 IoT 

사례 소개
최정욱 이사

(아마존)

딥러닝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선별기술

김철연 교수
(숙명여대)

Introduction to 
Blockchain

(for Healthcare)
  이병기 수석연구원

(삼성서울병원)

Which is More  
Important in  

Precision Medicine, 
Precision or 
Accuracy?
이대호 교수

(서울아산병원)

  시각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만남 -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
박종열 그룹장

(ETRI)

Healthcare IoT :
Now & Next

전종홍 책임연구원
(ETRI)

  Accelerated Deep  
Learning with  

Power AI
허욱 본부장
(한국 IBM)

시스템 생물학 - 정보
기술이 이끄는 바이오/

의료 혁명
조광현 교수

(KAIST)

정신과 상담용 챗봇 
개발

최호진 교수
(KAIST)

근골격계 퇴행에 따른 
노령 및 이동장애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김규석 연구위원
(근로복지공단)

  임상연구방법론 
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사례 
김선욱 부장
(소프트센)

16:40~17:00 휴  식

17:00~17:50
[Keynote I]   Roadmap based approach to precision oncology 사회 : 성원경 대회장 

백순명 교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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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및 내용행사 일정 및 내용

10월 28일(토) 오전

등  록(08:20~15:30) :  벡스코 컨벤션홀 1층 로비

트랙 T1-딥러닝 T2-블록체인 T3-의료융합
T4-의료 정책 및 

고령화
T5-의료헬스IoT,

빅데이타 

세션
[세션1-2]
딥러닝2

[세션2-2]
블록체인

[세션3-2]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세션4-2]
노화/노령화 

질병

[세션5-2]
의료디바이스,소셜

미디어 의료데이터 분석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성과발표]

104+105+109+110호 102호 103호 106호 101호 107호

좌장 조성배 교수 이병기 수석 이승룡 교수 김철민 교수 강순주 교수 안종석 단장

09:00~11:00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처리 

기술
이창기 교수

(강원대)

Blockchain과 
산업의 변화
오세현 전무

(SK)

지능형 의료
플랫폼

이승룡 교수
(경희대)

Reading Brain 
Images with 

Deep Neural Net-
works for Early 

AD 
Diagnosis
석흥일 교수

(고려대)

Swarm-Intelli-
gence of Wear-
able Devices for 
Multi-bio-signal 
Acquisition &
Analysis in 
Real-Time
강순주 교수

(경북대)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한 신규 약물
후보 예측 기술 

개발
남호정 교수

(GIST)

Deep Learning 
based Weather 

Prediction
송사광 실장

(KISTI)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김중수 상무
(SK)

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분석 

사례
윤덕용 교수

(아주대)

빅데이터 기반
질병 연구 지원 

환경
이민호 센터장

(KISTI)

Wearable 
assistant for 
Parkinson’s 

Disease Patients
이호원 교수
(경북대병원)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퍼베이시브 

프라이버시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프레임워크
정재은 교수

(중앙대)

고성능 분류를 
위한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
조성배 교수

(연세대)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수용 교수
(서강대)

부산대학교병원 
정밀의료 구축

전략
김형회 교수
(부산대병원)

Anti-Aging 
Technology  for 

Healthy 
Longevity
김철민 교수

(부산대)

Ontology 
Development
박현애 교수

(서울대)

뇌 신호 자동 
분석을 통한 차량 
운전 및 위험 상황 
인지 기술 개발
이성환 교수

(고려대)

퍼지 신경망 및 
기계 학습 기반 
의료 영상 및
정보 분석

김광백 교수
(신라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블록체인 ICT 
R&D 현황 및 전략

박현제 CP
(IITP)

의료분야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 분석

구태언 대표
(테크앤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Imaging 

Biomarker 
개발과 딥러닝의 

활용
김낙영 팀장
(마이다스IT)

머신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모델

개발
송태민 교수

(삼육대)

한국연구재단 기초
연구본부 ICT·

융합학문단
소개 및 간담회 

진행
안종석 단장

(한국연구재단)

11:00~11:20 휴  식

11:20~12:10
[Keynote II]   US Healthcare Reform an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사회 : 김일곤 조직위원장 

CEO Seong K. Mun(OSEHRA)

※ 중식(12:10~13:10 ) : 제1전시장 지정식당  4곳(지하1층)  

 

10월 28일(토) 오후

등  록(08:20~15:30) :  벡스코 컨벤션홀 1층 로비

13:10~14:00
[Keynote III]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의 미래 

한선화 연구위원(KISTI)                          
사회 : 유재수 대회장   

14:00~14:10 휴  식

트랙 T1-딥러닝 T2-블록체인 T3-의료융합
T4-의료 정책 및 

고령화
T5-의료헬스IoT, 

빅데이타 

세션
[세션1-3]
딥러닝3

[세션2-3]
블록체인과제발표

[세션3-3]
헬스케어+AI와 기업전략

[세션4-3]
의료 보안 정책

[세션5-3]
첨단의료기기개발

공청회

104+105+109+110호 102호 103호 106호 101호 107호

좌장 최재식 교수 박현제 CP 임춘성 실장 한근희 교수 송영준 부장

14:10~16:10

Towards 
Understanding 

Deep Facial 
Information

유병인 
전문연구원
(삼성종합
기술원)

분산자율 IoT
플랫폼을 위한  
고성능/고신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박찬익 교수
(포항공대)

The issues of 
Digital Healthcare 
and Approaches

이근 수석 
(삼성전자)

보건의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

  한근희 교수 
(건국대)

  장한 과장 
(행정안전부)

  이수경 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윤 과장 
(보건복지부)

  정부만 본부장 
(NIA)

  정현철 본부장 
(KISA)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접목을 위한
오송첨단의료
기기개발지원
센터의 역할과 
개발지원 현황
송영준 부장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과총
디지털 사이언스
학술비전 로드맵 

공청회

토론자 :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딥러닝 기반 영상 
및 얼굴 인식 기술 

소개
황원준 교수

(아주대)

Blockchain of 
Things

홍재우 소장
(코인플러그)

인공지능 의료녹취
용 음성인식 기술
개발 및 기술이슈

장명근 팀장
(셀바스AI)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과 
재활의료

차경래 부장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 개선 
공청회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최재식 교수

(UNIST)

분산 초연결 신뢰 
ICT 인프라 구조 

기술개발
박종대 부장

(ETRI)

AI based Medical 
Imaging Analysis 

Practice
이재철 이사 

(뷰노)

지능정보기술의 
웨어러블 

시스템 적용
이승민 교수

(국민대)

AI Medical Image 
Analysis Service 

in Radiology 
김태규 전무
(OBSKorea)

Make your 
Hospital & 
Healthcare 

SMART
권기욱 전무

(레몬헬스케어)

Intel AI 
portfolio 소개
이인구 전무
(인텔코리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조완섭 교수
(충북대)

국산 서버 및 
FPGA를 활용한
유전체분석 및 

GATK (게놈분석) 
tool kit 활용
이주석 전무
(인텔코리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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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Ⅰ

10.27(금) 17:00~17:50, 104+105+109+110호

사회 : 성원경 대회장(KISTI)

	 주					제 			Roadmap	based	approach	to	
precision	oncology

	 강	연	자 	백순명	교수(연세대)

 강연요약 	The oncology field has evolved much and 

now we can sequence the whole genome of a cancer tissue for under 

six thousand US dollars. Numerous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have 

been found and some of the drugs targeting them have proven highly 

successful. However, there is a fundamental bottleneck that cannot be 

solved with the current approach – many promising drugs that work 

in advanced stage fail to reduce recurrence rate of cancer diagnosed 

at an earlier stage.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anti-cancer drug 

development in two separate pathways. For cancer types that are often 

diagnosed at an advanced stage, the current approach of developing 

targeted therapies still makes sense. However, for cancer types that 

are more often diagnosed at earlier stages, such as breast, colorectal 

and gastric cancer, disease specific and molecular subtype specific 

roadmap based approach is required. I will present two examples in 

which drawing roadmaps for precision oncology helped us to prioritize 

our research efforts to critical clinical needs. I believe that the roadmap 

approach can be useful in other disciplines of medicine as well. 

Government agencies could also benefit from development of disease 

specific roadmaps to prioritize research funding. Roadmap obviously 

is a living evolving document that needs to be constantly updated 

based on new discoveries, and therefore it is best to be developed in 

a community wide collaborative effort, such as academic societies. 

KeynoteⅡ

10.28(토) 11:20~12:10, 104+105+109+110호

사회 : 김일곤 조직위원장(경북대)

	 주					제 			US	Healthcare	Reform	an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강	연	자 					CEO	Seong	K.	Mun(OSEHRA)

   강연요약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s a center 

piece of US healthcare reform. Wide adoption of health 

IT has open the doors for accelerated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cloud, advanced analytics, 

big data,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chal lenges are many due to economic, social , 

profess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unique to 

healthcare industry. This presentation will highlight how 

IT is facilitating the healthcare reform in the US.

KeynoteⅢ

10.28(토) 13:10~14:00, 104+105+109+110호

사회 : 유재수 대회장(충북대)

	 주					제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의	미래

	 강	연	자 			한선화	연구위원(KISTI)

   강연요약 	인공지능의 발전은 학문과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 헬스케어의 미래,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보는 정밀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의료 기기 및 

환자 관리에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연구, 의료 영상 분석 

및 병리학과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설명합니다. 

헬스케어의 미래에서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함께 

정밀의료의 미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정밀의료를 바라보면 

연구 과정은 생물학적, 생의학적인 질문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몸은 

wetware 컴퓨팅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Gary Bader 박사의 흥미로운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밀의료를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KISTI에서 진행 중인 HPC 기반 생명의료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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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딥러닝

[Session 1-1] 딥러닝1

10.27(금) 14:40~16:40, 104+105+109+110호

좌장 : 이건명 교수(충북대)

	 주					제 			딥러닝과	기계학습

	 강	연	자 			이건명	교수(충북대)

   강연요약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직접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쉽지 않는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이다. 이 강좌에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개념과 주요 방식들에서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최근 딥러닝 기술이 기존 신경망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했는지, 최근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에 있었는지,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주					제 			Text	Generation	and	Attention	
Mechanism

	 강	연	자 			이지형	교수(성균관대)

   강연요약 	최근 딥러닝 기술은 분류 또는 인식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에 관한 분야까지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Generative Model들이 제안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텍스트 생성을 위한 제안된 모델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					제 			딥러닝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선별기술

	 강	연	자 			김철연	교수(숙명여대)

   강연요약 	최근 딥러닝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병렬처리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지도학습의 경우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정답을 부여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학습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선별을 

통해 딥러닝의 학습과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오히려 학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 논의한다.

	 주					제 			Accelerated	Deep	Learning	with	
Power	AI

	 강	연	자 			허욱	본부장(한국IBM)

   강연요약 	Deep Learning 기반 연구의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는 GPU 등의 연산가속장치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할 시스템 기술에 대한 이해(CPU와 

GPU간의 연결 구조, CPU와 GPU간의 메모리 공유 문제, 멀티 

시스템 확장과 복수 사용자간 작업 스케줄링 방법 등)와 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결합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					제 			임상연구방법론	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사례

	 강	연	자 			김선욱	부장(소프트센)

   강연요약 	기존의 CDW솔루션들은 단순 데이터추출 

위주로 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으나 임상연구방법론 

기반의 CDW는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줄이고 바로 

사 용 가 능 한  임 상 연 구 방 법 론 별  데 이 터 를  제 공 하 며 

시간흐름에 따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추출기준도 적용가능하며 R기반의 기초분석 기능과 

OLAP기반의 시각화 기능을 통한 분석기능을 제공합니다.

[Session 1-2] 딥러닝2

10.28(토) 09:00~11:00, 104+105+109+110호

좌장 : 조성배 교수(연세대)

	 주					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처리	기술

	 강	연	자 			이창기	교수(강원대)

   강연요약 	자연어처리 분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처리 

연구들을 한국어 적용 예제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					제 			Deep	Learning	based	Weather	Prediction

	 강	연	자 			송사광	실장(KISTI)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기상 

예측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상 레이터 영상, 

위성 영상, 센서 데이터 등을 대상으로 CNN, LSTM 등의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 강우량 예측, 태풍 예측 

등의 주요한 기상 이벤트 예측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기상 

예측은 다른 연구 사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의 딥러닝 

적용 가능성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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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고성능	분류를	위한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

	 강	연	자 			조성배	교수(연세대)

   강연요약 	다 양 한  분 야 에  적 용 되 어  괄 목 할 만 한 

성과를 내고 있는 딥러닝 모델로는 영상처리의 컨볼루션 

신경망과 언어처리의 순환신경망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개발되어 그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강연에서는 몇가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고, 자동차 소음분류와 욕설문장 

분류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한다.

	 주					제 			퍼지	신경망	및	기계	학습	기반	의료	
영상	및	정보	분석

	 강	연	자 			김광백	교수(신라대)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초음파 영상에서 복부 및 요부의 근육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요부 근육 영역에서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지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또한 한방 자가 

진단 시스템에서 증상과 질병과의 연관 관계를 분류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과 개발된 소프트웨어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영상에서 어깨 인대 파열 영역을 추출 

및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Unsupervised 기반 Deep Neural 

Networks와 어깨 인대 파열 추출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Session 1-3] 딥러닝3

10.28(토) 14:10~16:10, 104+105+109+110호

좌장 : 최재식 교수(UNIST)

	 주					제 			Towards	Understanding	Deep	
Facial	Information

	 강	연	자 			유병인	전문연구원(삼성종합기술원)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얼굴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 추정 기술, 감정을 

추정할 수 있는 표정 인식 기술, 얼굴 인식이 Biometric으로 

활용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기술인 얼굴 위변조 검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제 활용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주					제 			딥러닝	기반	영상	및	얼굴	인식	기술	소개

	 강	연	자 			황원준	교수(아주대)

   강연요약 	최근 인공지능 및 딥러닝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응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얼굴 인식 기술에 

적용되어 왔고 어떻게 기존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일반적인 영상 

인식 기술이 특정 도메인(얼굴)에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주					제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강	연	자 			최재식	교수(UNIST)

   강연요약 	시계열 데이터는 금융, 군사, 날씨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최근 딥러닝의 발전은 이미지 및 동영상 분석의 

시각인지를 넘어서, 음성 및 뇌파와 같은 시계열 신호를 

분석하고 인지하는데도 큰 진전이 있었다. 본 강의에서는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을 

소개하고 그 적용의 예를 소개한다.

	 주					제 			AI	Medical	Image	Analysis	
Service	in	Radiology	

	 강	연	자 			김태규	전무(OBSKorea)

   강연요약 	인공 지능이 의료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입증 된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입증 된 분야 중 하나는 인공 지능과 컴퓨터 비전이 의료 

스캔 및 영상 분석을 도와 방사선과 의사 및 기타 임상의를 

지원하는 의료 영상 분야입니다. 이 기술은 영상의학 

전문의의 기존 워크 플로에 맞게 설계되어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CT와 

MRI 검사의 양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방사선과 의사의 

양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주류가 됨에 따라 X- 광선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의료 이미지 해석은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은 이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OBS Korea의 의료 영상 인공지능 연구 

실적 및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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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블록체인

[Session 2-1] 헬스케어 블록체인

10.27(금) 14:40~16:40, 102호     

좌장 : 김일곤 조직위원장(경북대)

	 주					제 			How	to	cook	BlockChain?

	 강	연	자 			홍승필	교수(성신여대)

   강연요약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특장점,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디지털 헬스 적용 방안을 

제언한다.

	 주					제 			What	hurdles	should	we	overcome	
to	implement	blockchain	in	

healthcare?	

	 강	연	자 			정세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강연요약 	국내 헬스케어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이 적용된 

예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헬스케어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					제 			Introduction	to	Blockchain		
(for	Healthcare)

	 강	연	자 			이병기	수석연구원(삼성서울병원)

   강연요약 	Healthcare is an area where lots of data in 

a variety of formats are being constantly generated and 

utilized. By many, blockchain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considered very useful for storing, managing, and 

exchanging healthcare data. In this presentation, we 

primarily introduce some of the representative use cases 

of blockchain in the healthcare domain together with 

issues we must address before a practical deployment 

of the technology. 

[Session 2-2] 블록체인

10.28(토) 09:00~11:00, 102호

좌장 : 이병기 수석(삼성서울병원)

	 주					제 	Blockchain과	산업의	변화

	 강	연	자 	오세현	전무(SK)

   강연요약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고, 해외 

동향과 산업별 대응을 소개함으로써 기술/Biz/사회적 

측면의 미래 변화를 전망

	 주					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강	연	자 			김중수	상무(SK) 

   강연요약 	범용 블록체인 오픈소스인 Hyperledger 

Fabric의 OSS를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개발 

사례를 통한 Medical Management Application의 설명

	 주					제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강	연	자 			박수용	교수(서강대)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탈피하기 위한 서비스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가상화폐 기반의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성의 부각과 함께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앞선 미래에는 

사회적 Trust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며 IoT, 

Embedded 등 다양한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의 기반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주					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블록체인	ICT	
R&D	현황	및	전략

	 강	연	자 			박현제	CP(IITP)	

   강연요약 	블록체인 국내외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기정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R&D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정부가 ICT R&D의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할 예정인 블록체인 R&D 전략방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14 | iTIP 2017 iTIP 2017 | 15

프로그램별 세부안내프로그램별 세부안내

[Session 2-3] 블록체인 과제발표

10.28(토) 14:10~16:10, 102호

좌장 : 박현제 CP(IITP)

	 주					제 			분산자율	IoT	플랫폼을	위한	고성능/
고신뢰	블록체인	기술	개발

	 강	연	자 			박찬익	교수(포항공대)

   강연요약 	초연결 사회에서의 사물인터넷은 클라우드 

기반 중앙집중식 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미래 

사물인터넷에서는 디바이스 상호간 안전한 정보 교환이 

더욱 필요하며, 디바이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주변에 

전파하는 자율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사물인터넷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미래 사물인터넷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핵심 문제들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제 			Blockchain	of	Things	

	 강	연	자 			홍재우	소장(코인플러그)

   강연요약 	최근 기술적 화두 중의 하나인 Blockchain과 

Blockchain을 기반 기술로서 구현된 Crypto Currency, 

및 Blockchain 상의 Programmability를 확대한 Smart 

Contract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Blockchain 기술이 

IoT 기기들의 Management 및 IoT 기기들 간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latform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주					제 			분산	초연결	신뢰	ICT	인프라	구조	
기술개발	

	 강	연	자 	박종대	부장(ETRI)

   강연요약  분산 초연결 신뢰 ICT 인프라 구조 기술은 

블록체인 인터넷 실현을 위해서 컴퓨팅/네트워킹 자원의 

밀결합을 통한 분산된 정보의 상호공유기술 기반 P2P(Peer 

to peer) 인프라 구조, 기술 및 정책/경제성 분석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ICT 전반으로 확대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변화가 예상되어 분산 정보 공유 중심의 인터넷 체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조 기술

	 주					제 			Make	your	Hospital	&	Healthcare	
SMART

	 강	연	자 			권기욱	전무(레몬헬스케어)

   강연요약 	IoT 기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병원/헬스케어 

플랫폼의 실제 사례 및 현황 소개 스마트 헬스케어의 

나아가야할 방향성 제시

T3-의료융합

[Session 3-1] 정밀의학

10.27(금) 14:40~16:40, 103호

좌장 : 신수용 교수(경희대)

	 주					제 			Overview	of	Healthcare	Data	for	
Computer	Engineer		

	 강	연	자 			신수용	교수(경희대)

   강연요약 	의료 및 건강관련 데이터들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컴퓨터 전공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들의 종류, 

현황과 한계점, 컴퓨터 전공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병원 외부에서 개인들이 생성하는 건강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					제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강	연	자 			강재우	교수(고려대)	

   강연요약 	정밀의료는 매우 도전적인 빅데이터 문제이다. 

멀티오믹스 실험데이터, 환자 의료 기록, 생명의료분야 

과학 문헌과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이종 데이터로부터 

파생 된 정보를 통합, 분석 및 해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명의료 빅데이터의 정보를 

추출하고, 지식을 구조화하기 위해 정보를 연결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생성하고, 데이터 기반 예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해야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본 연구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최근에 참여한 두 개의 DREAM 

Challenge 국제 컴피티션 (약물 조합 시너지 예측과 질병 

모듈 발굴)에서의 경험을 공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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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Which	is	More	Important	in	Precision	
Medicine,	Precision	or	Accuracy?

	 강	연	자 			이대호	교수(서울아산병원)

   강연요약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자표적치료와 

종 양 면 역 치 료 는  암 환 자 에 게  장 기 생 존 과  완 치 라 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의료진에게도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층 높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암환자와 의료진에게 이러한 정밀의료와 종양면역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종양에 따라 

또는 같은 종양이라 하더라도-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장기에서 발생한 종양은 같은 종양으로 다루어진다-, 

종양의 특성에 따라 분자표적치료 또는 종양면역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 생체표지자 

존재여부나 존재하는 생체표지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체표지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분자표적치료와 종양면역 치료를 포함하는 정밀의료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정밀의료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확하고 완벽한 의료가 이루어진다면-궁극적 목적이다-

, 우리는 질병 해결을 넘어서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또는 

이르기 전에 의료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완벽의학은 질병특성 과 동시에 

개인자체 특성도 반영하는 개인맞춤의학을 제공한다. 지금 

의료는 완벽의학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 그 동안 의학발전은 목적지를 향한 보다 정밀한 

지도를 제공하였으며 (정밀의학), 목적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진 

지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정밀할 뿐, 아직 정확하다-

완벽의학-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의학이 전통의학에서 

층화의학을 거쳐 정밀의학으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정밀의학이 가져야 할 특성과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양치료 발달은 정밀의료를 

이끄는 주된 원동력이다. 한편으로, 종양치료법이 다양한 

질병에 또는 건강한 신체에 적용될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종양과 종양치료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종양치료 발달은 다양한 관련 

기술 또는 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종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정밀의료를 앞당기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

	 주					제 			시스템	생물학	-	정보기술이	이끄는	
바이오/의료	혁명

	 강	연	자 			조광현	교수(KAIST)

   강연요약 	본 강연에서는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이 생명과학과 융합됨으로서 기존 생명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에 대해 

소개한다.

[Session 3-2]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10.28(토) 09:00~11:00, 103호

좌장 : 이승룡 교수(경희대)

	 주					제 			지능형	의료	플랫폼

	 강	연	자 			이승룡	교수(경희대)

   강연요약 	“지능형 의료 플랫폼” (IMP: Intell igent 

Medical Platform)이란 이기종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진료기록, 대화 

및 다양한 멀티모달 센서들로 부터 의료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며, 저장한 후, 데이터 기반, 전문가 

기반, 대화 기반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한 뒤 추론을 거쳐 

클라우드 상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고품질의 지능형 

임상의사결정지원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툴들의 집합을 

말한다. 본 강연에서는 지능형 의료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인 ① 의료지식 획득 및 추론, ② 지식 엔지니어링 

도구, ③ 의료 빅 데이터 및 저장, ④ UI/UX 평가도구 및 

관리, ⑤ 의료지원 서비스 통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능형 

의료플랫폼기반 응용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주					제 			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분석	사례	

	 강	연	자 			윤덕용	교수(아주대)	

   강연요약 	의료빅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데이터에 비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익명화된 환자 임상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만은 공유하는 

분산연구망 형태의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국내에서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분산연구망에 대한 소개, 

분석연구망을 활용한 분석 사례, 그리고 향후 확장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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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부산대학교병원	정밀의료	구축전략

	 강	연	자 			김형회	교수(부산대병원)	

   강연요약 	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 1월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와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 ’를 도입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중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구축하여 고형암, 혈액암, 선천성 유전자질환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보고하여 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한국에서 정밀의료 선도를 

위해 ‘왓슨 포 지노믹스’까지 두가지 기술을 모두 도입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사들이 방대한 분량의 

암 리서치 및 데이터를 환자의 유전체에 특정된 정보와 함께 

평가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근 다양한 질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정밀의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					제 			의료분야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	분석

	 강	연	자 			구태언	대표(테크앤로)	

   강연요약 	의료분야의 정밀의료와 예방의학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정보라고 할지라도 개인 관련 

정보라면 이를 폭넓게 개인정보로 규제하고 있다.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는 모순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 후생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대안을 모색해 본다.

[Session 3-3] 헬스케어+AI와 기업전략

10.28(토) 14:10~16:10, 103호

좌장 : 임춘성 실장(SPRi)

	 주					제 			The	issues	of	Digital	Healthcare	
and	Approaches

	 강	연	자 			이근	수석(삼성전자)

   강연요약 	Wearable Device 발달과 함께 Healthcare 

Solution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진 반면에, 시장 확장은 그 

기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시장이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은 기술, 사업 또는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본 강연에서는 그 이슈를 정리해 보고, 그 이슈를 

풀기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					제 			인공지능	의료녹취용	음성인식	
기술개발	및	기술이슈	

	 강	연	자 			장명근	팀장(셀바스	AI)

   강연요약 	음성인식 의료 녹취 솔루션은 병원환경에서 

의료진의 의료 편의를 위한 솔루션으로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의료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세포 

병리특성을 분석하거나, 수술 후 수술 경과 리포트를 작성할 

시 음성으로 타이핑을 대신하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충실하게 되어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임과, 효율적으로 

의료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의료 시간의 절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제 			AI	based	Medical	Imaging	
Analysis	Practice

	 강	연	자 			이재철	이사(뷰노)

   강연요약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가 

어떻게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 중심으로 소개하고, 또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 및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 융합 관점에서 영상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데이터의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					제 			Intel	AI	portfolio	소개

	 강	연	자 			이인구	전무(인텔코리아)

   강연요약 	인텔은 컴퓨팅에서 데이터회사로 포지션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네트웍을 포함한 다양한 portfolio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roadmap을 충실히 

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텔의 AI를 

위한 다양한 portfolio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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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딥러닝	응용

[Session 4-1] 딥러닝 응용

10. 27(금) 14:40~16:40, 106호

좌장 : 최호진 교수(KAIST)

	 주					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우울감과	불면의	
예측	모형	

	 강	연	자 			차미영	교수(KAIST)

   강연요약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통계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주요한 사용자의 건강 관련 증상을 

파악하고 증상 정도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또한 예측된 증상 정도 및 

특성을 바탕으로, 우울증 혹은 불면증 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호전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중재(intervention)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을 통한 효과 검증에 대해 

설명한다.

	 주					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오픈이노베이션	

	 강	연	자 			심우현	교수(서울아산병원)

   강연요약 	그 동안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산업과 병원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으며, 그 사례를 소개하고, 

구축 중인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					제 			시각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만남	-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

	 강	연	자 			박종열	그룹장(ETRI)

   강연요약 	사 람 은  태 어 나 면 서 부 터  많 은  정 보 를 

시각에 의존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70%는 시각 데이터이고, 또 사람이 습득하는 

지식의 70%는 눈으로 받아 들여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빠른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 

영상을 읽고 이해하는 기술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영상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동영상에서 사물과 행동을 이해하면 

동영상 구간 하나에 포함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상의 구간이 

연속적으로 발생 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주					제 			정신과	상담용	챗봇	개발

	 강	연	자 			최호진	교수(KAIST)

   강연요약 	현재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7.6%에 달해 6명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해주는 챗봇을 

개발한다면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되어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정신과 상담 챗봇은 

정신질환 환자가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신과 상담용 챗봇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정신과 

상담용 챗봇 개발을 위한 정신과 상담 데이터 수집 방안 및 

챗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연언어처리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정신과 상담 챗봇이 적용될 정신건강 관리 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한 정신과 상담용 챗봇의 응용 범위와 

정신과 상담용 챗봇 실용화에 있어 극복해야 할 도덕/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T4-의료정책	및	고령화

[Session 4-2] 노화/노령화 질병

10.28(토) 09:00~11:00, 106호

좌장 : 김철민 교수(부산대)

	 주					제 			Reading	Brain	Images	with	Deep	
Neural	Networks	for	Early	AD	

Diagnosis

	 강	연	자 			석흥일	교수(고려대)

   강연요약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질환에 따른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에 대한 

뇌영상 기반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뇌의 구조적-기능적 영상 분석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학습/딥러닝 방법들에 대한 소개 

및 치매의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 ive 

Impairment; MCI)를 진단하는 연구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진단과 더불에 딥러닝에 의해 학습된 패턴들에 대한 

신경과학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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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빅데이터	기반	질병	연구	지원	환경	

	 강	연	자 			이민호	센터장(KISTI)

   강연요약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성 질병의 

증가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매(알츠하이머)는 

치료제 개발은 물론이고 발병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복잡한 

질병이다. 다양한 치매 관련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KISTI의 데이터 분석 기술과 치매 연구 지원 

환경을 소개한다.

	 주					제 			Anti-Aging	Technology	for	
Healthy	Longevity

	 강	연	자 			김철민	교수(부산대)

   강연요약 	통계청이 시행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00년 934명과 비교하여 3배가 넘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90세 이후 사망하시는 분들의 사망 전 의료기관 의존도와 

의료비 지출이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작다고 한다. 즉, 100세 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노후까지 건강하게 생존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수십 년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추이를 보면 매 10년마다 대략 5세 정도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80년대 초반에 비하여 현재의 우리는 

평균 15년을 더 살아서 평균수명이 약 84세 정도이다.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생존한 기간인 건강수명은 약 

75세로 대부분의 국민은 약 10년 정도를 병원 신세를 

지다가 사망하게 된다. 이들 자료로 부터 우리가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 즉 

건강 수명의 연장이 목표이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잘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아예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인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여 병원과 멀리 

지낼 때 가능하다. 기존의 질병중심의 의료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전혀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고려될 것은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이다. 이는 

각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체질인 

유전체 정보에 의해 질병 발생 위험과 건강 관련 요소를 

파악하여 최적의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유전체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분석과 이를 이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가동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평소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환경 요인과 건강 요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석하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Smart 

Healthcare)’이다. 향후 진료정보와 라이프로그 분석이 

인공지능의 지원에 의해 유전체정보와 연계되면서 건강관리 

전체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고 정확한 질병진단과 

맞춤형 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맞춤 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방대한 건강 정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법의 개발이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최소한 20년 이상 추적 관찰하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임상데이터를 연구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인프라의 정비도 시급하다. 

	 주					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Imaging	
Biomarker	개발과	딥러닝의	활용

	 강	연	자 			김낙영	팀장(마이다스	IT)

   강연요약 	뇌 MR 영상기반의 개인두뇌의 정량적 분석과  

알츠하이머 치매위험지수 예측 서비스인 Inbrain을 개발 

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Inbrain 서비스와 다양한 임상적 

적용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뇌 MR 영상 

처리와 정량적 분석, 치매위험지수 계산 등에서 부딪힌 

문제점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Session 4-3] 의료 보안 정책

주제 : 보건의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

10.28(토) 14:10~16:10, 106호

 좌장 : 한근희 교수(건국대)

	 강	연	자 			한근희	교수(건국대)

   강연요약 	

	 - 보건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개인건강정보, 생활정보와 

진료/치료정보들이 수집되고,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학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구축되고 있음

 -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

	 강	연	자 			장한	과장(행정안전부)

   강연요약 	

 -   빅데이터, IoT 등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에 개인정보 

활용이 급증

 -   방대한 량의 정보가 수집되고 가공되며 공유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임

 - 이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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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연	자 			이수경	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강연요약 	

	 -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규제, 의료 관련 정보 등 유관기관으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의 비교ㆍ분석

 -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 

	 강	연	자 			오상윤	과장(보건복지부)

   강연요약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활용 

전략 수립

	 	 강	연	자 			정부만	본부장(NIA)

   강연요약  

 - 보건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개인건강정보, 생활정보와 

진료/치료정보들이 수집되고,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학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구축되고 

있음

 -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

 

	 	 강	연	자 			정현철	본부장(KISA)

   강연요약

 - 보건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개인건강정보, 생활정보와 

진료/치료정보들이 수집되고,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학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구축되고 

있음

 -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

T5-의료헬스IoT,	빅데이타

[Session 5-1] IoT 헬스케어기기

10.27(금) 14:40~16:40,  101호

좌장 : 전종홍 책임(ETRI)

	 주					제 			헬스케어	IoT	기술	특허	동향

	 강	연	자 			손기호	변리사(프론티어특허법률사무소)

   강연요약  

 -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 내외국인 특허출원동향

 - 기술성장 단계

 - 주요출원인

 - 헬스케어 IoT 분야 유망분야 분석(OS matrix)

 - 주요특허-관련 제품(기술) 소개

	 주					제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소개	및	
AWS	기반의	헬스케어	IoT	사례	소개	

	 강	연	자 			최정욱	이사(아마존)

   강연요약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기술 트랜드 소개 

및 헬스케어 부분에서 AWS IoT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AWS 

IoT 서비스에 대한 개요 및 활용 방안을 설명해 드리며, 

특히 AWS IoT를 도입하여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hilips Health Suit Platform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주					제 			Healthcare	IoT	:	Now	&	Next

	 강	연	자 			전종홍	책임(ETRI)

   강연요약 	사물 인터넷 기술과 패러다임 확산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은 웨어러블 등과 같은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에서부터 병원내 의료 기기들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OC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 개발 현황과 함께 

향후 병원내 의료용 기기에까지 사물인터넷 적용 범위까지 

확장하면서 얻게 될 장단점과 고려해야 할 기술적/제도적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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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근골격계	퇴행에	따른	노령	및	
이동장애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강	연	자 			김규석	연구위원(근로복지공단)

   강연요약 	노령화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기능 유지를 

위한 스마트 에이징 기술 중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기술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10대 유망 기술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포함)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술임. 웨어러블 

로봇은 기술집약적 IT-BT융합 분야로써 공학과 의학 등 

전문가들의 다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의 

웨어러블 로봇의 연구동향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Session 5-2] 의료디바이스, 소셜미디어 의료데이터 분석

10.28(토) 09:00~11:00, 101호      

좌장 : 강순주 교수(경북대)

	 주					제 			Swarm-Intelligence	of	Wearable	
Devices	for	Multi-bio-signal	

Acquisition	&	Analysis	in	Real-Time

	 강	연	자 			강순주	교수(경북대)

   강연요약 	현재의 사물통신(IoT) 서비스들은 중앙 

집중식 통신 인프라와 서버를 통해서만 단말 간 간접 

통신이 되므로 실시간 서비스가 불가하고, 번거로운 

설정이 요구되어 다수의 단말들에 의한 협업이 필요한 

응용분야에는 취약한 구조이다. 미래의 사물인터넷 기술은 

서버 컴퓨터나 공중통신망의 도움 없이 주변 단말들간에 

자율군집에 의한 군집지능이 실현될 것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착용형 단말 자체가 지능화되어 착용단말의 신체 

부위 확인, 단말과 주인의 주종관계 확인, 이웃 단말들 

간에 가족, 동료, 환자-보호자 관계, 그리고 착용자의 거주 

공간, 특이행동, 이상 생체신호 등 물리-사회적 상황을 

단말 스스로 또는 단말 간 군집 협업을 통하여 인지한다. 

단말들간에 위치기반, 기회기반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군집지능 서비스가 실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단말 

설정, 사용법 숙지 등) 없이 단말들 스스로 착용자의 

의도를 실시간 파악하여 군집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마치 

디즈니랜드 영화인 미녀와 야수에 촛대, 빗자루, 찾잔 등 

사물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외로운 주인을 보필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주					제 			Wearable	assistant	for	Parkinson’s	
Disease	Patients

	 강	연	자 			이호원	교수(경북대병원)

   강연요약 	최근에 웨어러블 기술을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연관된 징후 및 장애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을 사용한 정량적 평가는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유효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 할 수 있고 임상시험에서 결과매개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결보행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규칙적인 시각 

또는 청각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동결보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웨어러블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주					제 			Ontology	Development

	 강	연	자 			박현애	교수(서울대)

   강연요약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기존의 정형 

빅데이터와 융합 ·분석하면 사회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소셜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인 온톨로지의 중요성과 

온톨로지 개발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NS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목적으로 개발한 암관련 온톨로지를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					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모델개발

	 강	연	자 			송태민	교수(삼육대)

   강연요약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웹 상의 빅데이터를 

기존의 정형 빅데이터와 융합·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게 

되면 사회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설명하고 

소셜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의약품 부작용 관련 키워드를 

R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의 Na ive bayes 분류모델, 

로지스틱회귀모델,  신경망모델,  랜덤포레스트모델, 

의사결정나무모델, 서포트벡터머신모델을 적용하여 의약품 

부작용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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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3] 첨단의료기기개발

10.28(토) 14:10~16:10, 101호      

좌장 : 송영준 부장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접목을	위한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개발지원	현황

	 강	연	자 			송영준	부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강연요약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역할을 재조명하고 

바이오 기반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오송첨단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2010년 

설립 이후 의료기기 제품화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센터의 

산·학·연·병 협력 사례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센터의 사업과 인프라 지원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주					제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과	
재활의료

	 강	연	자 			차경래	부장(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강연요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기기의 변화

 -   미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의 대응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지원현황

	 주					제 			지능정보기술의	웨어러블	시스템	적용	

	 강	연	자 			이승민	교수(국민대)

   강연요약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웨어러블 센서에 

IoT기술을 결합하여 실용성을 지니도록 설계하고, 추후 

지능적인 능동형 센서를 진보할 수 있는 기초 연구에 대한 

소개

	 주					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강	연	자 			조완섭	교수(충북대)

   강연요약 	보건의료 분야는 다양한 기관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여러 이질적인 시스템과 기관들에 산재한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 통합하여 가치가 높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본 플랫폼은 국내외에 산재한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연계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수집, 연계, 분석 인프라 뿐 아니라 데이터 

품질관리, 메타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관리, LOD (Linked 

Open Data)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 전반에 걸친 내용을 소개한다. 

 

	 주					제 			국산	서버	및	FPGA를	활용한	유전체	
분석	및	GATK	(게놈분석)	tool	kit	활용

	 강	연	자 			이주석	전무(인텔코리아)

   강연요약 	인텔은 데이터회사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는 

의료시장이며 그 중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유전체 분석 분야, 국내 서버 제조 업체와 협력하여 

게놈분석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및 솔루션을 소개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텔에서 제공하는 게놈 DB 및 GATK 

유전체 분석 tool kit에 대한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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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10.27(금)~28(토), 1층 로비

업체명 전시내용

경북대학교 CSOS
스마트 밴드형 가정용 IoT 생체 신호 모니터, 

홈헬스케어 킷 전시

충북대학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전시

인텔코리아/

명인이노

인텔 차세대 스케일러블 플랫폼, 옵테인, 명인이노 

엠트루 워크스테이션

공	청	회

 10.28(토) 14:10~16:10, 107호

사회 : 홍봉희 회장(한국정보과학회)

▶ 주 제 : 과총 2017년도 학술비전구축 로드맵 “디지털 사이언스” 

토론자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분과 분과위원장

총괄 홍봉희 교수(부산대)

ICT 융복합 분과 나연묵 교수(단국대)

인공지능 분과 조성배 교수(연세대)

IoT 빅데이터 분과 유재수 교수(충북대)

에너지 분과 최재석 교수(경상대)

통신 분과 김영한 교수(숭실대)

자동화 분과

▶  주 제 :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 개선

• 선정지침 및 근거데이터 설명

• 목록 개선 최종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

• 자유토론을 통하여 학회 수정의견 제시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성과발표

10.28(토) 09:00~11:00, 107호         

 좌장 : 안종석 단장(한국연구재단)

	 주					제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한	신규	
약물후보	예측	기술	개발

	 강	연	자 			남호정	교수(GIST)

   강연요약 	통상적으로 1종의 FDA 승인 약물이 개발되기 

까지 초기 10,000개 약물 후보로부터 10년 이상의 전임상-

임상 시험 시간이 소요되며 천문학적 크기의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이유로 약물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상단계까지 효율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약물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in-silico 

drug screening 방법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하여 신약개발과정 

필요한 표적 단백질 예측 방법 및 약물의 독성을 예측하는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주					제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퍼베이시브	
프라이버시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프레임워크

	 강	연	자 			정재은	교수(중앙대)

   강연요약 	온/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OAuth등과 같은 상호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퍼베이시브 프라이버시인지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주					제 			뇌	신호	자동	분석을	통한	차량	운전	및	
위험	상황	인지	기술	개발

	 강	연	자 			이성환	교수(고려대)

   강연요약 	

	 주					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학문단	소개	및	간담회	진행

	 강	연	자 			안종석	단장(한국연구재단)

   강연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