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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관리학과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가천관 516A호  수여학위명 : 보건학 석사, 보건학 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Gachon Hall 516A

수여학위명 : 보건학 석사, 보건학 박사
TEL : 031-750-5372 FAX : 031-750-537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석사

◈ 보건의료경영분야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

◈ 보건의료경영분야 학문 연구를 담당할 연구자의 양성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보건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성의 배양

◈ 지역사회 건강증진,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 및 연구

- 박사

 보건의료에 관한 최신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건의료 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과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한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적 능력을

배양한다.

2. 학과연혁
1) 설립 연혁

- 석사 : 2011년 11월 석사과정 개설 인가

- 박사 : 2001년 7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학․연․산 협동 박사과정 보건학과

개설 인가

2) 연구인력 배출

- 석사 :

- 박사 :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보건정책·건강증진학,

의료경영·정보의학,

보건경제·고령친화산업학

보건정책·건강증진학,

의료경영·정보의학,

보건경제·고령친화산업학

연구분야
의료경영, 보건의료정책, 의료보장,

건강증진, 보건경제, 의료정보, 실버산업

보건의료정책, 의료경영, 건강증진,

보건경제, 실버산업,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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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명예교수 황인경(黃仁慶) 보건학 박사(서울대학교) 의료경영․수가정책

교 수 이원재(李垣宰)
보건학 박사(미국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보건정책․건강증진 health21@gachon.ac.kr

교 수 송양민(宋洋民) 보건학 박사(연세대학교) 보건정책․고령사회 ymsong@gachon.ac.kr

교 수 박하정(朴夏政) 행정학 박사(경희대학교) 보건정책․보건행정 park9160@gachon.ac.kr

교 수 서원식(徐元植)
의료경영학 박사(미국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의료경영전략․재무관리 suhw@gachon.ac.kr

부교수 이재희(李載熙)
경제학 박사(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의료산업정책․의료보험 jhlee114@gachon.ac.kr

부교수 서화정(徐和廷)
보건학 박사(일본 Suzuka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
정보의학․생명정보학 hjseo@gachon.ac.kr

조교수 홍지형(洪知亨)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보건경제․경제성평가 j.hong@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석·박사 공통)

(1) 입학시험은 대학원입학시행내규의 특별전형에 따르며 그 세부 사항은 보건정책 및 관

리학과에서 내규로 결정한 바에 따른다.

(2) 각 전형의 배점과 합격기준은 대학원입학전형시행내규의 특별전형 기준에 의한다.

(3)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고사 시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심사위원들이 협

의, 결정한다.

2) 지도교수(석·박사 공통)

(1) 입학 후 한 학기가 지나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매 학기 2학점씩의 논문지도 학

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 등록 전에, 신/구 지도교

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매 학기 초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주 1회 이

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석사과정 학생은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출 최저 학점을 24학점으로 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출 최저 학점을 36학점으로 한다.

4) 선수과목(석·박사 공통)

유사 전공자 및 타 전공 입학자의 경우 주임교수가 해당 학생의 학부이수과목에 따라 학

부 또는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해당 학생의 향후 희망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선수과

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수강과목을 논문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5) 종합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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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보건통계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동일 교수 개설과목은 2과목 이상 신청할 수 없다.

- 박사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여 총 4과목으로 한
다. 단, 동일 교수 개설과목은 3과목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필수과목 선택과목

석사과정 보건통계학 보건통계학을 제외한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총 3과목

박사과정 연구방법론 필수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 선택 총 4과목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석·박사 공통)

(1) 논문계획서 심사

논문계획서의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한다. 1차 논문계획서 심사는

논문의 논리적 구성, 연구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기여도 등에 대

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수정․보완내용을 중심

으로 심사하게 된다.

① 1차 논문계획서 심사 :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통과되며 “조건부 통과”는 없다.

② 2차 논문계획서 심사 : 1차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

진다. 전체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찬

성한 경우에 통과되며 “조건부 통과”는 없다.

(2) 학위청구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심사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2차 논문계획서 심사를

완료한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확정

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자격이 주어진다. 단,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 등재후보

지 이상을 출간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외

국인 학생의 경우 본 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② 이외의 학위청구논문 관련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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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석사
구 분 과목 번호 과 목 명 학 점 시 간 비 고

선택 06708 경영학연구 3 3

선택 06709 보건통계학 3 3

선택 06710 보건의료관리학개론 3 3

선택 06711 보건사업 3 3

선택 06712 보건학연구방법론 3 3

선택 06713 보건교육실습 3 3

선택 06714 국민건강보험론 3 3

선택 06715 보건의료관리 세미나 3 3

선택 06716 산업보건특론 3 3

선택 06717 보건학특론 3 3

선택 06718 보건경제론 3 3

선택 06719 의료보장론 3 3

선택 06720 역학개론 3 3

선택 06721 실버산업특론 3 3

선택 06722 의료경영전략 및 사례연구 3 3

선택 06723 의료재무관리론 3 3

선택 06724 보건의료정보론 (2016-1학기 명칭변경) 3 3

선택 06725 보건의료산업 3 3

선택 06726 의료경영세미나 3 3

선택 06727 보건의료기관 인적자원관리 3 3

선택 06728 의료관리회계 3 3

선택 06729 의료마케팅 연구 3 3

선택 06730 건강증진 및 기획 3 3

선택 06731 해부생리학 (2015-1학기 신설) 3 3

선택 06732 고급통계학 (2015-2학기 신설) 석박사통합 3 3

선택 08968 보건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론 3 3

선택 08969 사회역학 (2016-1학기 신설) 석박사통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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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06708 경영학연구 (Seminars in Management Studies)

경영학의 경험적 사실을 인식, 분석하여 이로부터 발견한 이론적 측면과 경영의 기술 및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실

천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다. 경영학 이론의 발전과정, 학문적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다.

06709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의료경영분석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교차분석, 평균비교, 요인분석, 회귀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다차원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06710 보건의료관리학개론 (Introduction to Healthcare Management)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조직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서비스관리, 전략경영 등

핵심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인력, 자원,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체계, 정책, 보건의료자원의 배치, 의료보장 등을 소개한다.

06711 보건사업 (Health Programs) 

세계 국가들의 주요한 보건의 필요, 보건 프로그램,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건강의 향상과 국경을 뛰어넘는

보건사업에 대해 학습한다.

06712 보건학연구방법론 (Methodologies in Public Heath Research)

보건학 연구를 위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와 연구 설계, 자료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해 학습한다. 설문작성법, 면접기법, 조사관리, 자료입력과 편집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질적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06713 보건교육실습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보건의료기관 등 각 생활터에서 보건교육사로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실습을 통해 함양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사업활동에 직

접 참여하여 능력을 함양한다.

06714 국민건강보험론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내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기능, 구조, 재정, 그리고 특성 및 민간의료

보험과의 차이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함양한다.

06715 보건의료관리 세미나 (Seminar in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의료의 환경 및 체계와 이 체계를 구성하는 하부 구조의 관리를 위한 주요 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학

습한다.

06716 산업보건특론 (Topics i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에 있어 근로자의 작업조건, 작업환경, 인간공학적 제 요인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작업의 능률과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

구한다.

06717 보건학특론 (Topics in Public Health)

인구집단의 건강과 관련되는 보건학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함

으로써 보건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소양을 습득한다.

06718 보건경제론 (Health Economics)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보건의료재원조달, 보건의료제공, 진료비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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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술과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06719 의료보장론 (Social Security for Medical Care)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실제를 학습하여 의료보장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학습한

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 사회보장 의료체계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

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06720 역학개론 (Epidemiology)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되는 원인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학습하고, 질병의 원인구명을 위한 연구방법들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의 원인을 구

명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06721 실버산업특론 (Topics in Senior Friendly Industry)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실버산업의 개념과 현황, 주요 세부 산업 별 특징과 경영전략에 대한

학습한다.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기타 산업과 의료보장체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06722 의료경영전략 및 사례연구 (Healthcare Strategic Management and Cases)

의료기관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결정의 요소, 기법 및 실천대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한다. 이를 위하여 BCG의 제품포트폴리오 관리기법, 전사적 수준의 경영전략, 경쟁전략 등을 심도 있게 연

구하고, 사례연구도 병행한다.

06723 의료재무관리론 (Healthcare Financial Management)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의사결정, 자본액을 결정하고 그 조달방법과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배분,

운용, 관리하는 이론과 실무를 습득한다. 또한, 장단기 자금조달의 원칙과 재무분석 및 계획을 수익성과 유

동성 등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06724 의료정보학론 (Health Informatics with Technology) - 명칭변경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정보산업과 의료서비스의 결합체인 정보의학 개념 및 활용방안에 대해 학습한고, 보

건의료분야의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06725 보건의료산업 (Health Care Industry)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주요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공부하고 정부의 주요 산업별

산업발전전략과 기업의 주요 산업별 경영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06726 의료경영세미나 (Seminars in Healthcare Management)

의료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접함으로써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적인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최근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의료경영분야의 이슈별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을 개선하

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나 영향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한다.

06727 보건의료기관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보건의료조직에서 인적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

한다. 이를 위해 경영에 관한 인간행동과 인력관리 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06728 의료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자가 경영계획을 책정,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예산, 표준원가계

산, 손익분기점 분석 등에 대해 연구한다.

06729 의료마케팅 연구 (Seminars in Healthcare Marketing)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전략기획, STP, 마케팅 믹

스, 소비자 행동론 등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조화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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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30 건강증진 및 기획 (Health Promotion and Planning))

건강을 보호,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개선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제를 학습한

다.

06731 해부생리학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인체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형태와 구조를 알아내고 그와 관련된 구조물들을 이해해 나가며 또한 생체 내에

존재하는 각 기관의 작용, 기능을 학습한다.

06732 고급통계학 (Advanced Statistics)

보건의료분야의 논문작성 시 사용하는 자료의 수집, 분석, 특히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및 R, SAS 등 을

학습함으로써 보건의료행태 및 병원관리의 통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08968  보건의료기술 경제성평가론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care technologies)

보건의료기술 경제성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학습한다.

08969  사회역학 (Social Epidemiology)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되는 원인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학습하고, 질병의 원인구명을 위한 연구방법들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의 원인을 구

명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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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연계도

    -박사
구 분 과목 번호 과 목 명 학 점 시 간 비 고

선 택 03415 연구방법특론 3 3

선 택 06509 보건통계학특론 3 3

선 택 06510 보건제도특론 3 3

선 택 06511 보건인력관리특론 3 3

선 택 03413 의료재무회계특론 3 3

선 택 06512 의료정보학특론 (2016-1학기 명칭변경) 3 3

선 택 06513 보건정책특론 3 3

선 택 03418 의료관리회계특론 3 3

선 택 06514 보건조직관리특론 3 3

선택 03420 의료데이터관리론 3 3

선 택 03421 의료수가특론 3 3

선 택 03422 의료마케팅특론 3 3

선 택 03423 의료서비스관리특론 3 3

선 택 03424 의료전략경영특론 3 3

선 택 03425 의료경영분석특론 3 3

선 택 03426 의료재무관리특론 3 3

선 택 03427 의료경영관리세미나 3 3

선 택 06515 보건정책세미나 3 3

선 택 06516 보건정보관리세미나 3 3

선 택 06517 의료경제특론 3 3

선 택 05540 의료경영정보관리세미나 3 3

선 택 06518 보건산업특론 3 3

선 택 06581 의료보장특론 3 3

선 택 06942 보건복지정책세미나 3 3

선 택 06943 고급통계학 (2015-2학기 신설) 석박사통합 3 3

선 택 08969 사회역학 (2016-1학기 신설) 석박사통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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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06510 보건제도특론 (Topics in Health Systems)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 소비를 위한 인력, 재정, 조직의 결합 및 서비스 제공체계, 재원조

달 등의 원리와 실제를 중요 주제 중심으로 토론, 학습한다.

06511 보건인력관리특론 (Topics in Health Care Personnel Management)

보건의료기관의 개인과 집단의 보상과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급제, 연봉제, 근무평점 등에 관해 주제 중심으

로 연구한다.

03413 의료재무회계특론 (Topics in Health Care Financial Accounting)

의료기관의 재무 회계정보의 산출과 제공의 내용을 연구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계정과목의 기본구조, 자

산․부채 자기자본의 관계 등이며, 세무회계의 주요 주제도 연구한다.

06512 의료정보학특론 (Health Informatics)  명칭변경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정보산업과 의료서비스의 결합체인 정보의학 개념 및 활용방안에 대해 학습한고, 보

건의료분야의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03415 연구방법특론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보건학과 의료경영학연구를 위한 철학적․과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의료경영이론의 형성과 개발을 위한 제

연구방법을 특정 주제중심으로 연구한다.

06509 보건통계학특론 (Topics in Health Statistical Analysis)

보건정책과 의료경영분석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요인분석, 회귀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정준상관분석, 판별분

석, 집락분석, 다차원 분석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06509-1 의료통계특론 (Topics in Health Statistical Analysis)

보건정책과 의료경영분석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요인분석, 회귀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정준상관분석, 판별

분석, 집락분석, 다차원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실습을 병행한다.

06513 보건정책특론 (Topics in Health Policy)

보건의료 정책과 경영의 환경을 구성하는 의료정책의 주요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03418 의료관리회계특론 (Topics in Health Care Management Accounting)

의료경영관리자들에게 필요한 행위별, 진료과별 원가계산, 예산체계 등을 연구한다.

06514 보건조직관리특론 (Topics in Health Care Organizational Behavior)

보건의료조직에서의 경영에 관한 인간행동과 조직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즉 성격의 형성, 태도, 행

동의 인지적 모형, 동기부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갈등,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의로 인간

행동의 통제와 예측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03420 의료데이터관리론 (Health Care Data Management)

의료기관의 경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03421 의료수가특론 (Topics in Medical Service Fees)

의료수가의 산정방식과 산정방법인 RBRVS, DRG 등에 관해 연구한다.

03422 의료마케팅특론 (Topics in Health Care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 관리시스템의 구조와 과정을 파악하여 마케팅 요소의 최적배합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케팅관리시스템 운영을 효율화, 최적화할 수 있는 모형에 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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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23 의료서비스관리특론 (Topics in Medical Service Management)

병원에서의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수속, 서비스관리, 진료비의 계산 및 청구, 의료분쟁 처리 등의 서비스 관

리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03424 의료전략경영특론 (Topics in Health Care Strategic Management)

의료기관의 장기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략결정의 요소, 기법 및 실천대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

로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BCG의 제품 포오트폴리오 관리기법, SPI의 PIMS Database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제 의료경영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개발 및 사례연구도 병행한다.

03425 의료경영분석특론 (Topics in Health Care Business Analysis)

ROI모형, ROE모형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전체적 입장에서 구조적, 연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과

기법을 연구한다.

03426 의료재무관리특론 (Topics in Health Care Financial Management)

의료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 중심으로 연구한다.

03427 의료경영관리세미나 (Seminar in Health Care Management)

의료경영의 주제와 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경영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06515 보건정책세미나 (Seminar in Health Policy)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토론함으로써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응 기술을 습득한다.

06516 보건정보관리세미나 (Seminar i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경영개선에 관한 주제들을 토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에서 정보를 활용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다.

06517 보건경제특론 (Topics in Health Economics)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병원 투자 전략, 의료보험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주요 문제에 대한 기

존의 주요 경제 분석 모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의 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경

제 분석 및 예측 능력을 제고한다.

05540 의료경영정보관리세미나 (Seminars in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PACS(영상의료전달시스템) 등 의료분야의 주요 기존 정보시스템으로부터 CRM(고객관계관리), ERP(전사

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 을 이해한다.

06518 보건산업특론 (Topics in Health Industry)

생명공학기술 발전과 의료기술 혁신 간 상호 관계, 의료서비스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및 의약품산업 간 연관

관계 등 의료산업 내 산업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요양

기관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등 국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능력 및 예측능력을 배양한다.

06581 의료보장특론(Topics in Health Security)

주요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구성 요소와 작동 기전에 대해 연구하고 특히 주요 국가의 의료보장개혁 관련 최

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주요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06942 보건복지정책세미나(Seminar in Health & Welfare Policy)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토론함으로써 현대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지식과 적응 기술을 습득한다.

06732 고급통계학 (Advanced Statistics)

보건의료분야의 논문작성 시 사용하는 자료의 수집, 분석, 특히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및 R, SAS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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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함으로써 보건의료행태 및 병원관리의 통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08969  사회역학 (Social Epidemiology)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되는 원인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학습하고, 질병의 원인구명을 위한 연구방법들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의 원인을 구

명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6. 학과소개

보건정책·관리학과는 의료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인력·장
비·자금·정보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 학과의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