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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과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사무실 : 가천대학교(M) 간호대학 214호

Office : Gachon Univ. Medical Campus, Health science College, nursing college

hall 214

수여학위명 : 방사선학(방사선학석,박사),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석,박사),

치위생학(치위생학석,박사), 운동재활복지학(이학석,박사)

수여학위명 : ○○Master, ○○Ph.D

TEL : 032-820-4774 FAX : 032-820-411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보건과학에 근거한 의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학연구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배출

한다.

▶ 환자 및 건강한 사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 근거에 기인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이를 위하여 토론식 수업 및 현장실습,

사례형 연구, 발표식 수업, 역학 조사 등 다양한 교육 형태를 이용한다.

▶ 최고를 추구하는 보건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여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공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지역사회

현장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

▶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타 전문인력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으로서 인류봉사정신에 근거한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

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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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운동재활복지학(이학석사)
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학(방사선학석사)
치위생학(치위생학석사)
응급구조학(응급구조학석사)

운동재활복지학(이학박사)
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박사)
방사선학(방사선학박사)
치위생학(치위생학박사)

연구분야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안성민 이학박사(한서대학교) 분석화학(방사화학) sman@gachon.ac.kr

교수 김성철 이학박사(전북대학교) 방사선과학 ksc@gachon.ac.kr

부교수 강창기
의공학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의공학 ckkang@gachon.ac.kr

부교수 류연철 공학박사(고려대학교) 의공학 yeunchul.ryu@gachon.ac.kr

부교수 이영진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의료영상 및 공학 yj20@gachon.ac.kr

교수 한경순 보건학박사(한양대학교) 보건학 gshan@gachon.ac.kr

교수 최준선 보건학박사(인제대학교) 보건학 junseon@gachon.ac.kr
부교수 한수진 보건학박사(한양대학교) 보건학 sjhan@gachon.ac.kr
부교수 김희은 치의학박사(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 hekim@gachon.ac.kr
조교수 김지연 치의학박사(경희대학교) 구강해부조직학 hoho6434@gachon.ac.kr

부교수 최원호 체육학박사(인천대학교) 생체역학 whchoi@gachon.ac.kr

교수 임재길 특수교육학박사(단국대학교) 신경전기생리 jgyim@gachon.ac.kr

조교수 배영숙 물리치료학박사(용인대학교)
노인물리치료
측정 및 평가

baeys@gachon.ac.kr

부교수 조휘영 이학박사(삼육대학교)
신경계

물리치료학,
물리적인자치료

hwiyoung@gachon.ac.kr

부교수 이하늘
이학박사(Loma Linda

Univ.)
여성물리치료,심
폐물리치료

leehaneul84@gachon.ac.kr

교수 이은석 이학박사(한국체육대학교) 운동사회심리 yeis@gachon.ac.kr

부교수 정복자 체육학박사(이화여자대학교) 특수체육 bogja05@gachon.ac.kr

부교수 노수연 이학박사(동아대학교) 필라테스 dr.rohpilates@gachon.ac.kr

교수 강경희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 khkang@gachon.ac.kr

부교수 박상규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체육학 psk9322@gachon.ac.kr

조교수 김보균 의학박사(경희대학교) 생리학 victory15xx@gachon.ac.kr

4. 학과내규
1)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석사과정 : 대학원학칙에 기준함

(나) 박사과정 : 

    - 국제일반학술지급 이상 논문지 주저자 1편 이상 게재하되, 게재 이전인 경우는  

       acceptance letter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경우까지 인정함

      단, 국제일반학술지급 1편은 등재지 2편으로 대체가능함.

          소속은 대학원(직장명과 공동 표기가능)으로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표기

          본 규정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재학생 전원에 소급적용한다

    - 기타 대학원학칙에 기준함

      ※ 국제 일반학술지급 이상 논문지: SSCI, A&HCI, SCI, SCIE,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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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석사과정]

보건과학연구방법 (Health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 공통

보건과학 연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계획서

를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과학통계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science) - 공통

의료보건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생활주변방사선 (Radiation the Natural Environment)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

선 및 방사능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방사선측정 (Advanced Radiation Detection) 

의료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을 포함하여, 계측기의 종류 및 특성별 작동원리 및 측정방법에 대해 배운

다.

자기공명 혈류 및 기능 영상 (MR Angiography and Functional Imaging) 

자기공명 영상학의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보다 깊이 있는 자기공명 혈류영상 기법 및 뇌기능영상 기

법의 획득 원리, 처리 소프트웨어 이해 및 이를 활용한 분석 방법에 대한 고급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보건의료 연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고급방사선응용수학 (Advanced Applied Mathematics in Radiology)  

방사선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 강의. 선형 대수, 행렬, 지수 및 복소수의 수학적 이론 및 응용

디지털 보건의료영상기술 (Digital Health and Medical Technologies) 

방사선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영상장치의 역사와 수요, 향후 전망. 앞으로 보건의료 분

야에서 사용될 다양한 기술에 대한 소개와 영향력의 다각적 분석

모의실험공학 특론 (Advanced Simulation Engineering) 

최근 방사선 물리를 기반으로 GATE, MCNP 등 가상의 모의실험 툴이 개발되어 전임상 및 임상 시

스템 개발 전 연구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진단, 치료, 그리고 핵의학 분야의 시스템을 모델

링하는 기법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연구한다.

최신의공학기술 (Modern Medical Engineering) 

의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학적 기술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화

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공학적 접근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등의 실습요소를 포함하여 실질

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습득을 지향한다. 나아가 새로이 제안되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기본 원리와 응용 및 분석기술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역학 (Epidemiology)

역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이해한 후 역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문헌을 탐구

하며, 치위생 전공 분야의 연구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치위생교육방법론 (Oral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구강보건교육 전문가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교육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구강보건교육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 한다.

초기우식증관리론 (Management of early caries)

초기우식증 탐지장비와 관련된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각종 탐지 장비의 원리 및 임상적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또한 탐지된 초기우식병소를 비외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상 적용법들에 대하여 고찰한

다.

치위생세미나 (Dental Hygiene Seminar)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결과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새롭

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강건강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임상 사고능력을 강화시킨

다.

구강발생학 (Oral Embryology) 

구강악안면 영역의 치아, 치아주위조직, 구강점막, 침샘, 턱관절 등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발생과정

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연구 및 임상영의 기초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설계의 기초 (Basic Approach to Research)

치위생학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문작성을 위해 연구주제 선정, 문헌고찰법, 연구설계법 및 데이터 수

집 및 정리 등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통합적 논문설계 (An Integrative Approach to Research)

치위생학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문작성을 위해 전반적인 연구진행절차, 연구주제 선정, 문헌고찰방법,

연구설계, 자료수집 방법, 분석 및 평가 등 통합적 논문설계 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감별 진단학 I (Medical Screening I)

재활의학과 혼동 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n identification of problems that may require consultation with or

referral to another practitioner based on history, systems review, and clinical

evaluation.

물리치료 세미나 I (Physical Therapy Seminar I)

물리치료의 배경과 현재 실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탐색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backgroun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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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재활치료 (General Medicine & Rehabilitation)

물리치료사를 위한 내과적 질병을 이해하고, 기본적 병리, 원인과 임상적 징후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of general medical disorders for the physical

therapist. Basic pathology and/or etiology and clinical manifestations.

의료경영 및 관리 (Professional systemic Management in Physical Therapy)

보건과학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의료제도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근거중심 물리치료 중재학 I (Evidence Based Physical Therapy Practice I)

물리치료사를 위한 근거에 중심을 둔 실습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for the PT

clinician.

운동역학조절 (Kinematic Control)

신체의 운동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근력 발현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근 골격계 통증과 관련된 운동분

석 시스템과 자세 분석을 인간공학적,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learns to normalize the expression of muscle strength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body. This course is to study ergonomic and

biomechanical analysis of subject's posture and exercise analysis system related to

musculoskeletal pain.

현대사회와 운동재활 (Contemporary Society & Exercise Rehabilitation)

현대사회 건강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 예방적 차원에 통합적 운동재활의 가치와 효과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

건강장해인의 운동재활 (exercis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impairment) 

건강 장해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운동재활방법을 학습하고 적용방법을 연구한다.

사회복지와 운동재활 (Social Welfare & Exercise Rehabilitation) 

운동재활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체형분석과 운동재활 방법론 (Posture Analysis and Exercise Rehabilitation)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의 불균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방법 및 통합적인 맞춤

식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운동재활연구방법 (Exercise Rehabilitation Seminar) 

운동재활학 분야가 다루고 있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적의 영역에서 융합적 차원의 연구설계 및 논리

적 분석방법에 학습한다.



응급의료세미나 (Emergency Medical Care Seminar)

응급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다양한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문헌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 개념에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Acquire the latest information on emergency medical care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iterature and enhance your knowledge of emergency medicine through

a discussion of evidence-based concepts that can be applied in emergencies.

ACLS세미나 (ACLS Seminar)

전문심장소생술에 관한 최근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환자 사례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터

득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Study the latest trends in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nd improve your first aid skills

by ac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of diagnoses and treatments for diverse patient

populations.

ATLS세미나 (ATLS Seminar)

전문외상소생술에 관한 최근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환자 사례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터

득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Study the latest trends in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nd improve your first aid skills

by ac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of diagnoses and treatments for diverse patient

populations.

스포츠손상세미나 (Sports Injury Seminar)

스포츠경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원인을 알아보는 한편, 운동 종목별 손 상 부위 및 비율

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처치법 및 예방 그리고 스포츠 손상을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Identify the different causes of sports injuries. Learn to identify, treat, and prevent

injuries specific to each sport.

환경응급세미나 (Environmental Emergency Seminar)

환경과 관련된 응급환자발생의 최근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환자 사례별 진단과 치 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mergency and improve your

first aid skills by ac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of diagnoses and treatments for diverse

patient populations.

기초의학세미나 (Basic Medical Seminar)

인체의 구조와 각각의 기능을 이해함으로 질병 발생의 상태를 정상적인 생리현상과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각종 병리현상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초의학의 이론 능력을 향상시킨다.

Develop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e occurrence of disease from normal physiological

phenomena through a study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Build on

your knowledge of basic medicine to understand different pathologic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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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서비스관리세미나 (Management of Ambulance Services Seminar)

응급환자의 주요 이송수단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정책, 안전, 기록, 서비스 수준에 대한 능력을 향상

시킨다.

Improve your understanding of public policies, safety, records, and services related to the

primary modes of transportation for emergency patients.

임상사례연구세미나 (Seminar for Prehospital Clinical Case Study)

응급환자의 현장처치 및 이송에 관한 실제 임상사례의 고찰과 토론 및 최신연구와 지침 리뷰, 현장

응급처치에 대한 실제 증례 세미나를 통한 병원 전 응급처치학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실용적 지식

체를 개발하고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가적이고 미래지향적 태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Review and discuss actual cases of as well as current research and guidelines on on-site

treatment and emergency patient transport. Cultivate a body of knowledge of on-site

prehospital care that is practical and evidence-based, and develop the ability and attitude

required of a professional and forward-thinki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박사과정]

보건과학세미나 (Health science Seminar) - 공통

보건과학분야의 기본 연구동향 및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한다.

보건과학연구방법 (Health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 - 공통

보건과학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구체적인 연구계획 설계 및 추진계획을 진행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 - 공통

연구를 진행하는데 따른 연구윤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의료통계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science ) - 공통

의료보건분야 통계에 대한 고급 통계방법을 학습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핵의학 영상평가 (Assessment of Nuclear Medicine Imaging)

핵의학 영상 장치의 영상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물리적 평가 방법과 품질보증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기술을 등을 학습한다.

방사선안전 및 관리 (Radiation Safety & Management)

방사선안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 국제 규격과 동향을 알아보고,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의료선량평가 (Medical Dose Assessment)



의료방사선의 종류 및 검사방법에 따른 환자 및 종사자의 선량 영향과 평가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환경방사선계측 (Environmental Radiation Measurement)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방사선 또는 자연방사성 물질사용에 따른 환경 방사

선피폭으로 일반 계측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환경방사선 계측 및 평가에 대해 배운다.

고급자기공명영상학 (Adv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 영상학의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혈류 영상, 분광 영상, 확산 영상, 기능 영상에 대한 획

득 기전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고급 자기공명영상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고급영상신호처리프로그래밍 (Advanced Image Signal Processing Programming)

임상에서 사용하는 MRI, PET, SPECT, EEG 등 의료영상 촬영 장치로 획득한 영상의 처리 및 분

석기법을 익히고, 이러한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보다 깊이 있는 최신 디지털의료영상처리 기법의 개

발과 이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법 학습한다.

창의적 방사선 과학 특론 (Advanced Creative Radiological Science)

최근 진단영역에서의 방사선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에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은 꾸준하게 연구개발되

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꾸준한 분석은 필수적이며, 방사선사 및 연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고급 의료 영상 모델링 및 정량화 (Advanced Medical Image Modelling and Quantitation)

영상 모델링 및 정량화를 하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체계적인 방법론에 대해 심도있게 배우고

토론한다.

노인치위생학특론 (Advanced Gerodontology)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노인의 구강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과 임상기술을 개발한다.

예방치위생학원론(Advanced Preventive Dental Hygiene)

구강질환의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위생학적 접근법 대해

서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심화 치위생교육방법론 (Advanced  Oral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개인 및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구강건강과 관련한 지식, 태도 및 구강건강

증진행위의 합리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평가한다.

최신치위생학세미나 (Latest Dental Hygiene Seminar)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관리법의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 및 토의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근거중심의 치위생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임상 사고능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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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경영 및 관리론 (Dentistry Management)

치과의료경영 이론을 학습하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의료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치과병의원 관리시스

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능동적인 소통으로 병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구강조직학 (Oral Histology)

치과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아, 치아주위조직, 구강점막, 침샘, 턱관절 등의 구조적이고 기능적

인 특징을 조직학적으로 이해하여 기초뿐만 아니라 임상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초치위생연구방법 (Basic Research Methodology for Dental Hygiene)

치위생학 관련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근거중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의 건강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과 건강관리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치위생연구 역량을 개발한다.

통합치위생연구방법(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for Dental Hygiene)

전신 및 구강건강증진과 관련된 치위생 관련 연구주제를 탐색 및 설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

과를 해석 및 분석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치위생학 전반적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임상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임상사례에 대한 분석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

양한다.

지역사회물리치료학 특론 (Advanced Community-based Physical Therapy)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의 중심이 되는 방문재활,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대

상자 환자들의 특성과 질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과정과 사회적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about the process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 and

soc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iseases of visiting

rehabilitation, disabled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which are the cent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or health promotion as well as patients.

신경재활연구특론 (Advanced Neurorehabilitation Study)

신경계 물리치료 및 재활의 최신 치료법, 중재도구, 측정도구에 대하여 고찰 및 토론하고, 새로운 신

경재활 접근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This advanced course studies and discusses the latest therapies and therapeutic

methods, interventions, and measurement tools in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Also,

we discuss and study new nueorehabilitation approcahes.

감별 진단학 특론 (Advanced Medical Screening)

재활의학과 혼동 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심화 학습한다.

This Advanced course studies an identification of problems that may require

consultation with or referral to another practitioner based on history, systems review,

and clinical evaluation.

심화 물리치료 세미나 (Advanced Physical Therapy Seminar)



물리치료의 배경과 현재 실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탐색한다.

This Advanced course explores the backgroun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hysical therapy.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하는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cientific writing, medical documentation and critical analysis

of both the medical literature and articles as it pertains to genetic counseling.

병리운동학 (Pathokinesiology)

인간의 움직임이나 자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scientific study of human movement as it relates to any

abnormal condition affecting movement and postural dysfunctions.

여성물리치료학 (Women’s health in physical therapy)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물리치료에서의 임상적 기술을 학습한다.

The course emphasizes the clinical skills in physical therapy filed in women’s health.

기능적 근거재활 (Functional Based Rehabilitation)

재활에서 기능향상을 위한 임상적 적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crease knowledge about the various functional clinical

applications of rehabilitation.

운동재활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of Exercise Rehabilitation)

심각해져가는 현대인들의 건강 불균형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원인에 대하여 해석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

한 동향 및 연구방법적 접근을 통해 운동재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학습한다.

건강장해인의 심화운동재활 (Advance exercis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impairment) 

건강 장해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운동재활방법을 학습하고 적용방법을 연구한다.

스포츠상해와 재활 (sport injury and rehabilitation)

스포츠 상해를 이해하고 재활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사회복지와 운동재활실천 (Social Welfare & Exercise Rehabilitation practice) 

운동재활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 (Health and Welfare Policy) 

건강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복지정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개선방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체형분석과 운동재활 (Posture Analysis and Exercise Rehabilitation)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방법 및

통합적인 맞춤식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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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재활연구방법 세미나 (Exercise Rehabilitation Seminar) 

운동재활학 분야가 다루고 있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적의 영역에서 융합적 차원의 연구설계 및 논리

적 분석방법에 학습하고, 구체적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하여 연구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