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국립암센터

국 립 암 센 터
수신
(경유)
제목

수신자 참조
2019년도 암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상급교육 과정 안내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지정)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해 암등록 전
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암등록 업무의 수행으로 양질의 표준화된 자
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암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
고 있습니다.
3. 이에 2019년도 상급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육과정
일시, 장소, 프로그램

음 상급 과정(Advanced Course)

첨부 자료
10/17 (목)

10/18 (금)

교육인원
70명 (선착순)

대

상

70명 (선착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및 암전문가양성과정』중「암등록보건의료
정보관리사과정」의 중급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
접수기간 : 2019. 9. 30. (월) ~ 2019. 10. 4. (금)

신청 및 문의

신청 : 암등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raining.kccr.cancer.go.kr)
문의(☎) : 이수희, 김혜진 031-920-2178, 2173

⚫ SEER Summary Staging Manual 2000 반드시 지참
⚫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 1차 개정판(ICD-O-3, First Revision)은 신청자에 한해 현장배포 함
(첨부 2. ICD-O-3 개정판 도서 신청서 참조)

첨부1. 2019년도 암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상급교육 과정 안내
2. ICD-O-3 개정판 도서 신청서. 끝.

국립암센터원장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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