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소속 역할 및 구성 담당부서 관련문의

ㅇ. AI 기술 아이템에 대한 우수성, 시장성, 유효성 등 사업화 가능성 종합적 평가 및 사업화

ㅇ. AI 기술 자문, 전문가 멘토링 연계, 수요기업 매칭 컨설팅 등 아이템 개선

ㅇ. AI 기술사업화 추진에 따른 법률적, 윤리적 검토

ㅇ. 위원장(한림 안과 조범주 부교수) 외 내/외부 위원 구성

ㅇ.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뇌컴퓨터 접속 기술 연구

ㅇ. 가상현실 컨텐츠 개발

ㅇ. 뇌파 연구 및 뇌파 분석 실험

ㅇ. 교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화상연구소와 외부연구소간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품 개발

ㅇ. 의료원 교원들의 Technology Readiness Level 4단계 이상의 국가 연구과제 지원 협력

ㅇ. 의료원 교원들의 특허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지원

ㅇ. 주요 연구분야 : 줄기세포, 재생의학, ICT헬스케어, 로봇ㆍ미디어

ㅇ. 데이터전략팀 : 의료데이터중심병원 관련 사업 지원등 데이터전략팀 (한림 가치혁신팀 김성열 팀장) 031-380-4734

ㅇ. AI Center : Big Data와 AI를 접목하여 의료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추진 AI Center (한림 안과 조범주 부교수)
031-380-1500

-. 실무자 : 박정갑 연구원

ㅇ. Command Center : 진료 관련 지표의 실시간 과제 및 상황 예측, 문제해결 등 Command Center (한림 방사선종양학과 이미연 부교수)
031-380-4760

-. 실무자 : 안명희 팀장

ㅇ. BigData Center :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표준화 및 관리 BigData Center (한림 가정의학과 서영균 조교수)
031-380-1894

-. 실무자 : 서상원대리

ㅇ.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 국책사업 및 민간연구개발 수행

ㅇ.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 양성(의사과학자, 석박사, 연구원)

ㅇ.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지식재산 창출

ㅇ. 연구지원팀

ㅇ. 데이터분석팀

ㅇ. 데이터관리팀

ㅇ. 데이터 확대 수집 및 계측 정보 자동입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제고

ㅇ. 데이터분석팀, 데이터관리팀

ㅇ. 질병중심의 임상중개 연구 활성화

ㅇ. 임상과 기초연구의 연계를 통한 Translational research 를 활성화

ㅇ. 의료진 임상술기 교육 및 지역 관공서, 기업, 시민 위한 보건의료 교육

ㅇ. 임상에서 각종 상황 해결 능력을 향상

ㅇ.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제공 및 임상연구

ㅇ.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준비 등

각 기관 총무팀

033-240-5363

-. 실무자 : 단현석 팀장
춘천 신경과 김철호 부교수

한림 이비인후과 홍성광 부교수

춘천

의료원산학협력단(박보현 팀장)

각 기관 총무팀

각 기관 시뮬레이션 센터
한림 : 031-8086-7870

동탄 : 031-8055-8673

각 기관 한림중개의학연구소
한림 : 031-380-9401

강남 : 02-6942-3654

동탄 : 031-8086-3413

동탄 병리과 변선주 조교수
031-8086-2295

-. 실무자 : 최정숙 CN

첨단바이오 재생의학센터 각 기관 

인공지능센터

한림가상현실뇌융합연구센터 의료원

한림대의료융합센터

(Hallym University Medical

Convergence Center)

의료원산학협력단

한림시뮬레이션센터 한림, 동탄

한림중개의학연구소 한림, 강남, 동탄

동탄데이터센터

의료원 산하 연구 관련 조직 현황

재단 경영전략팀(김은숙 팀장)

의생명정보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cs)

한림 한림 신경과 유경호 병원장 한림 총무팀

031-687-7711

-. 실무자 : 유재형 연구원

02-2069-5551

02-2629-1251한림 AI 자문위원회 의료원

도헌디지털의료혁신연구소

(Doheon Institute for Digital

Innovation in Medicine)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