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기획을 위한 설명회 참석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 및 3개 부처*는 정밀의료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 국가 통합 바
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 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라온넥스텝과 공동으로, 보건 · 생명의료 연구
분야 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및 수요조사 참여 독려를 위해, '국가 통
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설명회 ' 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우리나라 미래의료 연
구발전을 위해 많은 참석 및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가. 개최목적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소개 및 수요조사 참여 독려
나. 주최 : 질병관리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무국 , ( 주) 라온넥스텝
다. 설명회 일시 : 2022. 5. 18. (수) 10 :00 ~ 11 :00
라. 진행방법 : Zoom 회의참여(회의 I D : 606 737 1718, 암호 : 043719)
※ 초대링크: ht tps://us06web.zoom.us/ j /6067371718pwd=ZWJ6Q3JtWWF1emRDK2xhMGQ2S0dwdz09

마. 협조 요청사항 : 학회 회원 대상으로 설명회 공지 및 참석 독려
바. 설명회 주요내용 :
1)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설명
2) 수요조사 개요 및 작성방법 설명
3) 수요조사 URL 및 조사지 파일 배포(Zoom 파일 공유)
※ 수요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 ( 주 ) 라온넥스텝 성지연 선임연구원
( 전화 : 02-715-8991 , 메일주소 : j yseong@ r nex t ep . k r ) .
붙임1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지 배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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