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행정학과
Health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차세대 인재양성

교육과정 Curriculum

CHALLENGE CHANCE CHANGE

- 보건복지행정학과는 보건행정 전공과 사회복지 전공의 2개 세부 전공트랙을 특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동안 보건복지행정 전공 기반교육을 실시합니다.
-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세부 전공 트랙의 특화·전문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세부 전공 분야별 전문화된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업 후 진로

보건복지행정학과는 보건복지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보건

보건행정 , 사회복지 분야의 차별화된 전문가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보건복지 실무인력을 양성합니다.
입학 후 학생들은 보건복지분야에서 보건행정, 사회복지,
건강정보 영역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문화된 현장교육 (3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부터 학생들은 세부적으로 특화된 보건행정,
사회복지 중 하나의 전공트랙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활동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전공분야별 기본 / 심화 현장 실무 실습인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취업 네트워크 활용으로 다각적 취업 지원

매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보건복지행정학과의
졸업생들은 차병원그룹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등의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 보건복지 분야의
비영리기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팀, 건강IT 산업체,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취업 기회

보건복지행정학과 전공트랙별 취업 진출분야

취업 경쟁력

공무원 및 정부기관
공단 및 공공기관
병원 및 관련기관
제약회사 및 CRO
일반 보건의료 기업체
건강보험
임상시험 DB관리
etc.

직무 역량

구체적인 실무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는 차별화된 역량개발을 통한 전문성

국책연구기관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NGO. 사회복지기관
병원의료사회사업팀
정신건강증진센터
기업의 사회공헌팀
etc.

확보로 높은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전문화 교육 (2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한 폭넓은 취업분야
경쟁력 확보

•전공분야별 심화특화 전공 지식
•전공강의를 활용한 영어 친밀도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공분야별 전문가 초청으로 전문화 교육 극대화

글로벌 역량
진로 설정

사회복지
정책/실천 전문가

보건의료 행정전문가

취업 설계
실무
실습
(3.2
~4.2)

전문화된 현장 교육
보건의료기관 실습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건복지행정학과는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 체계
적인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전공
트랙별
심화
(2.2
~4.1)

인턴쉽을 통한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그리고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차별적 산학협력 세미나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취업경쟁력을 위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행정 전공 기반 교육 (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비전 개발

있습니다.

•전공 기초(9)
•사회복지 핵심 교과목(3)

진로 탐색

•보건행정 핵심 교과목(3)

공통
필수
(1.1
~2.1)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행정학과 학과장 남 성 희
E-mail: snam@cha.ac.kr

학과 홈페이지: http://health.cha.ac.kr

학과 사무실: 031-850-8940

특화된 전문화 교육
보건행정

사회복지

보건복지행정기반 교육
보건행정(3학점)

사회복지(3학점)

공통기초(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