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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건의료계 오피니언 리더
양성(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협력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성장 비전 제시 및 능동적 대응
능력 향상

Ⅱ

기본방침

보건의료 현안정책, 피교육생 구성,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의주제 선정
강사는 교수, 공무원 및 의료관계 협회장 등 의료현장 관계 전문가로 구성
강의 ‧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공동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역할
회계 및 진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 교육훈련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관

지원

강사 섭외

학계, 정부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수강생 모집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업체 등

Ⅲ

운영방법

모집인원 : 40명 내외(탄력적 운영)
○ (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장급 이상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전문의 및 팀장급 이상
○ (외부) 보건의료계 종사자 ‧ 국회 ‧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언론 종사자 등

수강료 : 120만원(수강료 - 50만원 / 국외워크숍 비용 - 70만원)
○ 국외워크숍 비용은 참가자에 한하여 납부

교육일정 : 2019.4.4. ∼ 6.27.(매주 목요일) … 12주
구분

일자

시간

장소

입학식(1주)

2019.4.4.(목)

18:00 ∼ 21:00

63컨벤션센터

18:30 ∼ 21: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회의실

교육
(2주 ∼11주)

수료식(12주)

2019.4.11. ∼ 2018.6.20.

2019.6.27.(목)

2교시 수업, 1교시당 70분
※ 국외(일본) 워크숍은 5월 예정

18:00 ∼ 21:00

63컨벤션센터

< 국외워크숍 관련 >
○ 목적 : 수강생에게 해외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의료제도 동향 파악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장소(예정)
― 일본 동경 또는 동경 인근지역의 건강보험(보험자)단체 1곳
― 일본 동경 또는 동경 인근지역의 국 ‧ 공립병원,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 1곳
※ 일정 : 6주차 - 3박 4일(기관섭외, 항공권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
○ 강의(19회), 국외 워크숍 … [붙임1. 제1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프로그램(안)] 참조

수료기준 : 일정 출석률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료증 수여
○ 내부 수강생(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80% 이상
○ 외부 수강생은 60% 이상

우수 수강생 표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여
○ 출석률 및 자치회 활동을 평가하여 선정 … 수강생 자치회와 협의
○ 수료인원의 15% 내외로 선정

Ⅳ

추진일정
추진업무

일정

운영계획 수립 ‧ 보고

2019. 1.25. ∼ 2. 8.

브로슈어 배부 ‧ 원서 접수

2019. 2.11. ∼ 3.15.

수강생 선정 ‧ 통보

2019. 3.18. ∼ 3.29.

교육일정(입학식 ‧ 수료식 등)

2019. 4. 4. ∼ 6.27.

[붙임1]

제1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프로그램(안)
차수 일자
1주

강의주제

4.4. 입학식 / 특강

2주 4.11.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중보건의 과정과 만성질환예방관리

박윤형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미래를 위한 윙맨리더십

성만석 앨리오앤컴퍼니 전무이사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자병원의 역할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현황과 전망

김연용

6주

5.9. 국외W/S(일본)

9주 5.30.

10주 6.13.

허대식 연세대학교 교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5.2.

8주 5.23.

김형철 연세대학교 교수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5주

7주 5.16.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료전달체계 주요 개선 방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구해줄
3주 4.18. 어느 철학자의 질문 수업 「최고의 선택」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4주 4.25.

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
―

치매 치료에 대한 전망

김승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국민건강보험 정책방향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건강보험제도발전기획팀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한국의 보건의료 ‧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구위기와 정책대응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정책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와 연명의료

허대석 서울대학교 교수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11주 6.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주 6.27. 수료식
※ 상기 일정 및 강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