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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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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보건의료인재 양성”
❏학과소개

학과소개

보건행정학은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를
다루는 종합적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보건행정, 병원
경영,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의 이론 및 실무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량을
키우는 학문이며, 크게는 국가 전체의 의료제도 관리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관리와 개인의 건강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보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보건정책 및 행정,
병원경영, 보건의료정보관리의 3대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행정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 행정부서 및 의료정보관리부서, 민간보험회사, 보건의료산업체, 공공
기관 연구직 및 행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이며, 디지털화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분야의
행정 및 정보관리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상호협력하여 구성원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체계 향상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학생

핵심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
학과
설립연도

2014년

재학생수

남 : 57명
여 : 148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

○

○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

○

상호
협력

공동체

3명 (2022년 1학기 전임교원 1명 임용예정, 겸임교수 2명, 연구교수 2명 등)
미개설

❏교육과정
1학년

노비타스, 공중보건학, 병원경영학, 국제보건의이해, 의학용어1, 해부생리학, 병리학

2학년

보건행정학, 병원회계학, 건강보험론, 보건의료조직관리, 보건의료연구조사방법론, 병원
재무관리, 의학용어2,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해, 질병및의료행위분류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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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질관리, 보건의료통계학, 국제보건모니터링과성과평가, 의료공급사슬망관리,
보건경제학, 병원전략기획, 의료정보기술,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암등록, 원무관리,
3학년
헬스케어캡스톤디자인1, 헬스케어캡스톤디자인2, 건강보험실무,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의무기록전사, 현장실습, 건강정보보호, 병원서비스마케팅,
4학년
의료관계법규
※ 밑줄 그은 과목은 보건의료정보관리프로그램 내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과목입니다.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PASS(패스)
곰비임비
의료경영연구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과 동아리
병원실습 및 의료기관 대상 봉사활동을 위한 학과 봉사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한 전공 학술동아리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자랑스런 동문

• 병원 행정직 : 상급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 종합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병원경영 전문가로 꿈을 키우며 병원기획, 병원재무, 병원원무,
병원구매, 병원총무, 병원인사 분야 등 취업 가능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상급 및 종합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팀(의료정보팀)
및 보험심사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
기관평가인증원 등에서 국민건강 모니터링, 환자분류 및 국가질병통계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
• 보건직공무원 : 중앙정부의 보건직 공무원과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보
건직공무원 등
• 연구직종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분야 관련 공기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박세륜 (2018년 졸업) 단국대학교 석사&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의료정보팀
• 장성경 (2020년 졸업)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운영본부
• 이하은 (2019년 졸업) UMD Urgent Medical Care
• 방수희 (2020년 졸업) 2019년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수석합격&대구파티마병원
의료정보팀
• 박세은 (2020년 졸업)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 박소희 (2021년 졸업) 2020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 강보라 (2021년 졸업) 2020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 윤채연 (2021년 졸업) 2020년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 정희영 (2022년 졸업) 2021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 이예은 (2021년 졸업) 경희의료원 의료정보팀 정규직

❏취득 가능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복지부), 병원행정사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건강보험사 (대한병원행정
관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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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보건행정학을 공부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개인적 소질이나 적성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과 더불어 봉사심, 협동심, 리더십 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해 능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문제해결 및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때문에, 학과 내 자치활동
및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한 말씀!!

우리 학과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훌륭한
성적을 내는 학과입니다.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학생들 거의 없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단국대 보건행정학과는 졸업생들 대부분이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취업하고, 이직해도 보건의료분야 내에서 이직을 해요. 그만큼
전공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OVID-19를 겪으며 느꼈듯이, 보건의료분야의 성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보건
행정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보건의료의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과와
함께 성장해나갈 마음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

•
•
•
•
•

2030 축의 전환(The future of everything) / 마우로 기옌 / 리더스북
AI최강의 수업 / 김진형 / 매일경제신문사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텅의 무기가 되는가 / 윤미정 / 클라우드나인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규식 / 청년의사
의료, 4차산업혁명을 만나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모든 것 / 김치원
/ 클라우드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