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영학과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Preparing Today and Leading Tomorrow
in Health Care Management
•국제화시대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 실용인재 육성

http://hcm.wsu.ac.kr
T. 042-630-4610

학 과 개 요
보건의료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건강에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계속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주로 배우며 제약·의료기기·보험회사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동시에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창의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 육 목 표
관련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국가),
병원행정사(민간), 데이터분
석전문가(공공) 등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을 익히며, 사회적으로서 바람직한 태도(Attitude)와
실무경험(Experience)을 배양하여 미래사회에 힘이 되는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의료기관(원무, 의무기록,
국제진료센터, 인사, 기획,
재무회계관리, 홍보, 구매 등
업무)
•보건의료 공공기관(건강보
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무원(중앙• 지방 자치
단체, 보건소 등)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보건산업체(제약, 의료기
기, 의료관광, 화장품 회사)
•병원경영 컨설팅, 병원경
영지원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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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해부생리학, 보건의료경영론, 공중보건학, 의료보장론, 의학용어1 등

2학년

의학용어2, 보건전산학, 의무기록관리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등

3학년

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전사, 의료보험실무, 암등록, 보건의료인적자원관리 등

4학년

적정진료보장, 보건의료경영실습, 보건의료법규, 원무시스템관리, 의무기록세미나 등

학과동아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프리드로우 : 학생회 산하의 자율동아리로 기존 두개의 동아리와는 다르게 정해진 주제가 없고 자유로운 활동 진행
•JUMP TOGETHER : 병원 실무에 유용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HCM:D : 공단 및 연구기관, 보건의료 단체 및 일반 기업 등의 탐방을 통한 취업 탐색

보건의료경영학과 18학번 (학생회장)

보건의료경영학과 19학번

한*민

오*빈





2019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철도물류대학

취업률 및
취업현황

우송대학교는 세계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
육의 장입니다. 최근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상에 걸
맞게 보건의료경영학과는, 단순히 한 학문을 배우기
보다 보건과 의료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깊이있게 학
습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파이(π)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경영학과에 와서 보다 많은 기회를 잡아 다양한 경
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국제 경쟁력이 중요한 이시기에 우송대학교는 글로
벌 사회를 선도하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등을 위해
힘쓰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재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외국어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
건의료경영학과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의료산업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의료소비자들이 국내 병원을 믿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보
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의 지식, 기술 등을 학습
하여 보건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양합니다. 특히 보건계열에서 중
요한 경험과 현장 분위기 등을 학습하기 위해 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특강과 직접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서 재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과라고 생각합니
다.

75.9%

SOL INTERNATIONAL SCHOOL

미니인터뷰

•황*원 (19년 졸업) 강남성심병원
•김*빈 (19년 졸업) 아산충무병원
•최*린 (19년 졸업) 평택굿모닝병원
•구*모 (19년 졸업) 평택성모병원
•공*희 (19년 졸업)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호텔외식조리대학

학
인

국어, 영어, 생물, 보건교과, 수학(통계)

• 전공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학생
• 핵심 역량 : 전문성, 기획력, 주도성, 인간미

• 보건의료동아리
• 봉사동아리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병원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경영이야기(김종혁, 김진영(교육인), 김재학 외 3명 저/ 김영사/ 2019.11.28.)
•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 1(제원우, 김우성, 김영선 외 7명/ 21세기 북스/ 2013.07.26.)
•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의사) 저/ 김희정 역/ 부키/ 2015.05.29.)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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