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주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구)동교동 198-1)
찾아오시는 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ha.ac.kr 참조
문의 및 안내 T. 1899-2010

University that makes

llenge,

nce and

nge

Contents
04 인사말
06 설립정신
09 차의과학대학교만의 강점
02 CHA University

10 의학전문대학원
12 약학대학
14 생명과학대학

20 간호대학
22 건강과학대학
26 융합과학대학

29 미술치료대학원
30 의학과 대학원과정
31 통합의학대학원

32 보건산업대학원
33 임상약학대학원
34 차병원그룹 소개
CHA University 03

차의과학대학과 차병원그룹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입니다.

멋있고 내실 있는 대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쁨과
VISION을 주는 대학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이전 그 어느 세기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범위하게 고조

우리 대학은 줄기세포, 인간유전체 및 불임생식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과학과 이와 연계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생명과학 특성화 대학입니다. 이는 파격

생명과학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적인 장학제도와 최적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최고의 교수진과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해 왔기에 가능한

차병원그룹은 인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측,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 왔고 학교에서 병원, 연구소, 재단, 벤처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와 교육사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대학은 기초학문을 연구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이를 임상에

차의과학대학교의 설립정신은 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정신(Christianity), 인간 존중의

적용할 ‘병원’, 산업화를 담당할 ‘기업’의 3가지 핵심 연계기관을 보유한 특징을 가진

정신(Humanism), 연구와 탐구의 정신(Academia)입니다.

보기 드문 대학입니다. 향후 기초의학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임상 적용 및 산업
화에 앞장서는 건강과학종합대학, 그리고 Medical & Health Science를 선도하는

이 세가지 정신은 차의과학대학교의 설립 모체인 차병원이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되기 위해 새로운

의학 발전에 기여해 온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차의과학대학교가 영원히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구하여 나아갈 목표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 아래를 보면 넓은 땅,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또 머리를 들어 위를 바라보면 높은 하늘과 광활한 우주가 그곳에

더 나아가, 2013학년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융합과학대학을 신설하였으며,

있습니다. 차병원은 세계를 넓게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일구어

데이터(융합)경영학, 의료홍보미디어학, 스포츠의학, 미술치료학으로 전공 분야를 확장

가겠다는 의미를 C.H.A.에 담아 두었습니다.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어학교육 강화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여러분 한국을 넘어 세계를 봅시다. 차의과학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재학생들에게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기쁨과 Vision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나갑시다. 차병원그룹은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대학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여러분 자신이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꿈을 실현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을
적극 초대합니다.

차병원그룹 회장 차광렬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이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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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교수진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차’별화된 메디컬 리더를 키웁니다!
모두가 의료명문을 말하지만 아무나 의료명문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CHA 메디컬 네트워크의 힘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등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로 오십시오.
‘차별화’된 메디컬 리더로 키워드립니다.

대학

Christaianity

Humanism

Academia

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정신

인간 존중의 정신

연구와 탐구의 정신

약학대학

건강과학대학

·약학과

생명과학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보건복지행정학과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산업학과

·약학과

·스포츠의학과

·의생명과학과

특수대학원

·간호학과

·통합의학대학원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융합과학대학

·보건산업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데이터경영학과

·미술치료대학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임상약학대학원

간호대학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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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만의 강점
1. 교육투자 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의 대학
• 2014년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용이 3,860만원으로 국내 4년제 사립대학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풍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사립대학 중 등록금이 최저 수준입니다.
• 원어민 교수로부터 1, 2학년 매 학기 마다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수도권 졸업생 1천명 미만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 학교, 병원, 기업이 연계된 국내 유일의 대학

차의과학대학교이기에
가능한 미래와 혜택이 있습니다

• 미국 LA 차병원, 도쿄 셀 클리닉, 분당차병원, 강남차병원, 구미차병원, 차움 등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연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차바이오텍, 차디오스텍, 차케어스, 차바이오 F&C 등 차병원그룹 첨단벤처기업에 취업하여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첨단 교육시설을 구비한 진취적 대학
• 신축된 과학관과 미래관이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4년 판교 신도시에 완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종합연구시설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과학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 자연계열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모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4. 아름다운 캠퍼스와 한 가족 같은 대학
• 교수와 학생간의 밀착 소통이 가능하고, 학생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시사철 아름다운 조경의 최신식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학기 입사 희망하는 신입생은 우선 입사 대상입니다.
• 기숙사 특별프로그램(Residential College Program)의 일환으로 영어, 컴퓨터 활용, 영화, 커뮤니케이션 강의,
뷰티스킨케어, 웨이트트레이닝, 회화(painting) 등과 같은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차병원(분당차병원, 강남차병원, 구미차병원, 차움 등) 건강검진비 및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5. 의과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된 특성화 대학
•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보건복지정보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등 실용학과에서 인재를 육성
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의과학 교육을 인문분야로 확대하고자 융합과학대학을 신설하였으며, 스포츠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구.의료홍보영상학과), 미술치료학과로 전공을 확장하여 특성화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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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세계화에
발맞춰 다양한 기초·임상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전문적 자질을 갖춘 창의적인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 교육과정
1학년에 편성된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는 인체의 정상 구조와

품격 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입학전 교육준비과정 운영, 담임교수제도,
졸업 후 진로

기능, 성장·발달·노화의 기전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 토론

사회를 선도할 고급의료인력의 필수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합격 후 입학 전 수개월간 오리엔테이션, 조별 면담, 1:1 담임

등의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다양한 중급·고급 교양 프로그램 및 인문·사회과학 프로그램을

교수면담, 입문교육, 기초분자생물학, 예비연구실습 등을 운영

미생물에 대한 이해, 병적 상태에 대한 신체 방어 기전 및 신체

도입하였습니다. 사회학, 법학, 의료커뮤니케이션, 의료 윤리학,

하여 맞춤형 입학전 교육을 운영합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3명

반응, 약물의 작용기전에 대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의학전문

의사학(醫史學), 의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의학

이상의 담임교수를 배정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

대학원의 교육은 인체의 계통별 분류에 의한 해부, 조직, 인체

강좌를 전 학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로에 대해 책임 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능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강의를 자랑합니다.

졸업생들은 환자 진료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소양을 갖춘 차별

의학 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은 한 명도 누락 없이 모두가 의사

화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의사가 될 것입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차병원

임상의학 교육과정

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그중 다수가

1학년 2학기 후반부터 2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의사로서

임상실습 교육과정

차병원의 교수로 선발되어 모교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접하게 될 환자의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원인, 병리기전, 진단, 치료

3학년과 4학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외래환자와 입원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분야에 특화된 차병원 그룹의 후원은 입학생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선진 의학 교육방법으로서 인체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직접 술기를

계통별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내과·외과 등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의처방을 통해 실제로 임상에서

학생 연구력 향상 프로그램 (Research
Competency Milestone Program ; RECOMP)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팀을 이루어 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미리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의학교육과정의 목표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인을 배

주도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과 팀중심학습,

실습은 주로 분당차병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환자에 대한 임상

출함에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의사

사례중심학습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실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차병원과 구미 차병원뿐만 아니라

과학자(Physician-Scientists)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미국 차병원(L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및

갖도록 교육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춘 의과

다양한 교육 협력병원에서의 실습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자 배출을 목표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실험연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연구실습입문, 기초 및 임상 연구

선진 의학교육·평가방법 실시

실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습 등 다양한 단계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찍부터 임상의학을

교과과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춘 의과학자를 육성

체험할 수 있도록 문제중심학습, 팀중심학습, 사례중심학습 등의

합니다. 연구능력이 탁월한 정예 학생들은 외국 연구소 연수 및

소그룹 토의학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모형과 시뮬

연구논문작성 등에 과감한 지원을 하여 세계적인 연구자로서의

레이터를 이용한 수기문항(OSCE),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육성합니다.

진료문항(CPX) 등의 새로운 실기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실제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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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최고의 교육환경과 풍부한 장학제도를 바탕으로 바이오신약

약학과

약사 및 창의적 약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과정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생명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약학, 연구, 임상분야의 전문
있습니다.

약학과

대학원과정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는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사업인 바이
오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 약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차병원그룹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최적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약과학자 양성
특성화 분야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창조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을 담당하는 맞춤형 약학

충실한 선진 전문교육

국내 5개 차병원과 미국 LA차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약물유

전문인력(창의적 약과학자) 육성을 위해,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

약학대학 표준교육과정안의 핵심교육과정과 2개 전문교육과

전체학, 임상약학 및 맞춤약료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 하고

연구수월성과 국제화를 강조하는 교육, 실무 경험에 역점을 둔 분

정으로 편성하여 충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문

의약품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과정 등을 포괄한 통합적 신약

야별 맞춤교육의 세 가지 교육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반영한 선진 필수교과목, 임상약학 및 의약품 연구 개발

개발 과정에 국제 바이오벤처 및 CRO 전문 인력이 참여, 지도하는

약과학자 과정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분야 특성화 교육을 위한 선택교과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있

심화 교육을 체계있게 운영 합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진학예정자를 미리 선발하는 학사 연계 석·

습니다.

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약과학자과정 학생들에게는 대학 및 대학

약학대학을 위한 첨단시설의 과학관

원 과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공 교육

기초약학 교육과정

연면적 5755㎡ 규모의 과학관은 최첨단 강의실, 교수연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전공은 생명약학, 약화학, 임상, 사회약학으로 구성되며,

3, 4학년 교육과정은 기초약학 이해에 필수적인 생명약학, 약물

비롯한 교과목별 특화된 실험실습실, 실습약국 및 학생 편의 시설

과학 관련 지식을 습득해 임상약학과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연구 전용 시설입니다.

타 학 과와의 연계교육과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병원, 산업체,

원스톱 R&D 시스템

연구소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1세기 제약산업이 요구

약과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가 융합되는 체계적, 상호보완적, 집중

하는 약물개발, 중개연구, 산학협력의 ‘3 분야에 특성화된’
약과학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학과 전임교원들의 학문적 수월성,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

CHA Health System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적의 연구 환경

적 연구협력을 통해,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 생명
과학적 연구 및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바이모듈레이터 및 화합물의

대학원생, 연구원, 약학과 학부생 등 젊은 약과학자들의 열정,

5, 6학년 과정에서 국내외 5개 차병원과 지역 약국에서 임상

약학대학내에 종합약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 활발한 연구활동을

개발 및 생산, 나아가 이를 산업화하고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화된 차의과학대학교의 R&D 네트워크와

약학 실무실습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약산업체 출신 전임교원의

하고있는 대학 부설 기초연구소와의 신약 개발 공동연구를 적극

기술을 개발하는 원스톱 R&D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팀워크, 그리고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학연 인적

지도하에 실시하는 산업체 맞춤형 실무실습, 보건의약 행정기관

추진하며, 부속·협력병원과 바이오벤처, CRO 회사와의 공동

공공기관과 산업계와의 Business network를 구축하고 기술경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병원그룹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인턴십과 연계한 보건사회약학 실무실습을 충실하게 교육함으로

비임상·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및 실용화를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더해, 세계 100위권의 연구중심 약학대학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써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우리나라 및 인류의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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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대학

의생명과학은 생명체의 복잡하고 미묘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첨단 기초

의생명과학과

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는 기존의 의생명과학과와 차별화하여, 첨단 생

학문이며,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학문입니다. 차의
명과학과 기초의학을 융합한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의생명과학전공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모든 최첨단 기자재를 완비하고, 분자 단위

대학원과정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전공·선택과목을 통해 생명과학의

의 관점에서 생명체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임상의학에 적용하는 연구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학년책임교수제도와 인턴십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활동

국제 공동연구

의생명과학과는 16명에 이르는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소수 정예

의생명과학과에서는 내실있는 학년책임교수제도와 상담제도를

생식의학, 줄기세포, 암, 노화, 식품, 면역학, 분자생물학, 발생학 등

일리노이대 생식의학연구소, 하버드의대 신경과학연구소, 스웨덴

집중교육을 통해 생물학 및 기초의학은 물론, BT 및 의료 산업의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연구·취업 및 인성교육에 대해 책임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교수진이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을 벌이고

Lund 대학교 Wallenberg 신경연구센터, 독일 Max Planck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능력과 탐구력

있으며, 매년 다수의 신진 교수를 초빙하여 새로운 학문과 기술

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분자약학연구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를 위해 태반 및 태아줄기세포 연구실, 중간엽 줄기세포 연구

향상을 위해 방학 중 연구실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 줄기세포 유전자발현 및 조절 연구실, 줄기세포 발생학 연

학생들이 20여개의 다양한 연구실에서 실험기법을 익히고 이론을

구실, 분자발생 및 줄기세포생물학 연구실, 분자발생 유전학

강화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 분자면역학 분야

우수한 연구실적 발표

연구실, 생식세포 및 냉동학 연구실, 분자 생식 생리학 연구실,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이론 및 실험 실습교육을 심층화

B림프구와 T림프구의 신호전달체계 연구를 통해 백혈병을 비롯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다수의 국제학회 참석과 연구실적 발표기회

제대혈 생물학 연구실, 종양세포 연구실, 신호 전달체 연구실,

하고 있습니다.

한 림프구 관련 종양을 연구하고, 줄기세포로부터 림프구가 만들

가 주어집니다. 현재 석사 과정 중 우수 국제전문 학술지에 1인당

어지는데 관여하는 유전체와 단백체의 분자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1편 이상, 박사과정 중 1인당 2.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본 의생명과학과에서는 대학원생 지원사업인

분자신호전달 연구실, 유전자기능 추적연구실, 기능유전체 연구 실,
임상유전학 및 유전체 연구실, 의학유전체 연구실, 후성학 연구실,

해외연수 지원과 장학제도

신경세포과학 및 신경재생 연구실, 조직공학 연구실, 줄기세포공학

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외국의 유명 연구소

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우수한 전문 교수진을 구성하고

와 대학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분자발생학 분야

있습니다.

또한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구열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

첨단 세포배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연구실을 중심으로 암, 불임

하고, 학문탐구를 위한 전문동아리를 지원하며, 기숙사를 제공

등의 질병기전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고, 나아가 의생명 과학 연구

졸업 후 진로

최고의 교육과정

하여 대학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의 궁극적인 목적인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의 실현을 위한 기초

현재까지 배출한 석사와 박사 모두 희망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학원 의생명과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과의 연계 교육과정을

습니다.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출하여 높은 진학률과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

BK21 Plus 사업 2개 팀과 대학중점 연구소 과제도 수행을 하고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가능하게하여 의생명과학

있습니다.

생은 국내·외 박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차그룹 연구소, 국 내·외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 분자세포치료학 분야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였고, 박사 졸업생은 전원

양성의 기본 요소인 영어의 집중교육을 위해 수준별 학급을 구성

인간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을 분자,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 신임 교수 등으로

하여 원어민 교수에 의한 심층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능력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고 질병기전을 규명하며, 나아가 난치병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 기술의 개발과 실현 을 위한
줄기세포 기초연구와 이에 대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자유전학 분야
태아와 소아의 각종 유전병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조기진단, 현대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유산, 기형아 및 사산아의 예방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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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공학과

바이오공학은 생명현상의 이해 및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간
의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에 기여하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
용물질을 생산하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에서는 이런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

바이오공학전공

기초학문에서부터 응용학문까지 직접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학과로서 국내

대학원과정

학문의 응용과 산업화를 담당할 차세대 성장동력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최초로 차의과학대학교에 설립된 특성화 학과이며, 생명과학 관련 기초
것입니다.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역량과 산업화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산·학·연 네트워크 및 학생지도체계

기초학문의 산업화 전문인 양성

■ 메디컬 디바이스 분야

바이오공학과는 기초학문에서부터 응용학문까지 직접 빠르게

관련 분야의 연구소, 기업체 등과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우수한 연구역량 및 산업화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지도하에,

질병 진단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

연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기초학문 분야

함과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연구소나 학교와의 연계

다양한 기초학문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화 응용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노

에서 우수한 업적과 연구역량을 보유한 교수진과 더불어 기업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 화장품학,

바이오, 생명과학, 물리, 화학, 관련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소 등에서 이미 응용 및 산업화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포진

회사들과의 연계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문 탐구를 이룰 수 있는

줄기세포학, 조직공학, 나노학, 면역학, 약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육하여 각 학문 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 학문에 대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기업체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진과 함께 각 학문의 융합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집중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을 담임 교수님으로 선택하여 심도있는 전인교육을 수행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학분야

수 있는 ‘자율 담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응용을 위한 실용 전문 교육

최고의 교과과정과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활동

다양한 학문에서 파생된 가능성이 풍부한 결과물을 토대로 실제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경영학적인 접근 방법과

바이오공학과에서는 생명과학, 의학, 화학 등 기초학문을 통해

진로 트랙별 교육과정 실시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기초학문의 응용 교과과정을 전개하고 있으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를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바이오공학과 교육과정은 생명과학의 주요 지식을 습득하는 기초

며, 각 기초학문의 활용과 산업화적인 접근을 위해 나노 바이오학,

연구소·기업·학교 등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및 공통과정과 cell therapy, cosmetics & food , biomedical의

향장학, 세포치료제 개발론, 신약학, 종양치료학 등의 융합 발전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전문교육에

트랙별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와 공통과정에서

형태의 교과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성과를

중점을 두고 생물의약학, 유전공학, 바이오소재학, 화장품학,

심화과정을 위한 기본 사이언스 학문을 습득한 후, 학생들의

직접 산업화에 응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오래된

졸업 후 진로

의약산업학, 나노바이오학 등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곧바로

의향에 따라 심화과정 트랙을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함

학문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학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초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함

적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으로써 빠르게 산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의약학, 분자생명과학, 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생명화학공학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로써 졸업 후 바이오 관련 기업체나 연구소 또는 학계로의 진출

■ 세포치료 분야

이 유리하며, 학과 교육 중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보다

분야의 폭넓은 기초 및 응용지식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바이오

세포치료는 세포를 이용하여 병들거나 손상된 조직을 재생 시킬

더 현실적인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위 과정 중 경험하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 전문

수 있는 첨단 기술로서 줄기세포학, 면역학, 조직공학 등의 학문을

여러 연구소나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취업에

교육을 위한 전공 심화학습과 산학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의학

기반으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응용 가능하도록 세포 관련 질환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및 관련분야 신기술 산업과 연구를 담당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

치료·극복하는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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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과에서는 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안전, 소비,

식품생명공학과

기술을 접목시켜 연구, 교육함으로써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건강 등 식품전반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생명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은 식품개발과 생명

식품생명공학전공

식품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형태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

대학원과정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

공학기법의 접목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유망분야입니다.

하며, 폭넓은 전공·선택과목을 통해 식품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니다. 또한, 차바이오 F&C(Food & Cosmetics) 등 차병원그룹 내 관련 기업
들과 연계하여 국내 최고의 식품생명공학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 및 기능성식품 분야
농산·축산·수산가공에 관련되는 원료의 검사, 전처리, 가공
방법, 각 공정별 원리, 가공과정 중 변화 및 품질검사 요령에 대해
식품가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연구 합니다.

최고의 교수진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Health claims, Regulations, 소비

식품생명공학과는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소수정예 집중교육을

자의 경향,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의 기능적 특성에 대하

통해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여 분자생물학적인 기법과 연계하여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품가공분야, 식품공학분야, 식품화학

높은 취업률과 장래 전망

분야, 식품미생물분야, 발효공학분야, 식품위생 및 안전성분야,

식품생명공학 분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단순히 배고픔을

식품화학 및 영양생화학 분야

식품미생물 및 위생·안전성 분야

식품소재분야,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소재 분야, 식품생화학

채워주었던 식품에서, 먹는 즐거움을 주는 맛있는 식품 그리고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식품 주요성분의 화학 구조,

식품에 관련된 미생물 세포의 세부구조와 생리, 그리고 유전자에

및 영양생리분야, 식품품질관리분야, 식품 유통 및 마케팅분야 등

현재에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성, 화학 변화와 성분 간의 화학반응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 이론에 근거한 실험을 수행하여 식품의

다양한 연구 분야의 우수한 전문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 졸업생들은 식품산업 대기업체, 식품 및 보건

식품의 저장, 유통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에

저장, 발효 및 위생 등에 관련된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 국·공립연구소, 식품 유통업체, 제약회사 등으로

대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성분들이 인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의 식품생산 안전성 및 유통·저장

현장 중심 교육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내에서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폭 넓게 연구합니다.

중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 측면 등을 폭 넓게 연구합니다.

식품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응용하는

식품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건강 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것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소재 분야의 산업체와 외식산업, 단체 급식 산업은 물론 제빵,

식품공학 및 품질관리 분야

졸업 후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면 등 다양한 식품산업계 뿐만 아니라 식품소재 및 향료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물리적 조작과 기계적 조작의 원리와 장치에

전문교육과정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바이오융합적 교육을 이수함

등 천연첨가물 산업 등으로의 진출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한 지식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식품가공

으로써 식품 산업체 전문 연구원 및 전문영역분야로 진출이 유리

관련 자격증 취득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본 전공에서 습득한

공정 중의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의 이해, 단위 조작의 이해, 식

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소재의 안전성과

식품생명공학과에서는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 위생사,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및 생명 공학관련 벤처사업을

품 가공생산에 적합한 공정과 조업조건의 결정, 적합한 장치의

기능성을 연구하여 실용화 기술 확보와 인류의 보건복지 향상에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생명공학기사, 품질 관리기사 등의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응용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원리 등의 식품공학의 폭 넓은 연구 및 이에 따른 여러 공정

기여합니다. 또한, 차병원그룹 내 관련 업체, 국가 연구기관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시 식품회사나 공무원, 정부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와 실험에 정진함으로써 전문연구원

중 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 기업체, 유통업체, 제약회사 등 폭 넓은 진로 선택이

관련분야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학자로서의 진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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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는 건학이념인 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정신, 인간 존중의 정

간호학과

대상자를 최적의 안녕상태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 및 간호지도자를

신, 연구와 탐구의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간호
양성하고 있으며, 개교 이래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률과 100% 취업률을 유지하

간호학과

간호실무 영역의 다원화,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과학적

대학원과정

서의 능력을 갖춘 간호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고 있습니다.

탐구와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근거 기반의 간호실무 제공자, 교육자, 연구자로
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간호이론 모형의 탐구와 연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각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한
인간존중의 전인적 지도자 양성

대학교로서 미국의 차병원(L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간호학과 일반대학원 과정

의료보건 학문과의 교과과정 연계

Center)에서의 실습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간호실무 영역의 다원화,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전문직 간호

보완대체요법, 보건행정, 사회복지, 건강정보, 보건의료 산업 전공

인간 중심의 가치관, 생명 존중의 윤리관 및 기독교적인 이웃 사랑

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간호 대상자의 건강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의료보건학문에 대한

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과 지도자적 소양을 가진 간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예방 및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이해와 학제간 협력을 통해 간호의 실무와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 이론을 근거로 실무와 연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지식의 탐구와 전공과목의 이해 증진을 위해 생물학, 생화학
등의 기초자연과학도 충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전공 심화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도자 양성

동서간호학의 접목을 통한 독창적인 간호 역할 수행

있는 교육자, 간호 실무자,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간호 지도자

한방간호학, 통합의학 강의와 실습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양성을 목적으로 간호학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 증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전공 세미나와 선택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

전공 심화 교육과정

하여 매 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기별

기본간호학,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수강 학점과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서
학생의 개별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행정학

원어민 교수에 의한 집중 영어교육으로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분야에서 간호 이론을 학습하고

의 7개 전공 영역 교과목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간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원어민 교수의

있도록 전공 심화 교육과정을 전공 영역별 세미나를 통해 운영하고

교수 - 학생 멘토링

의료인으로서의 윤리규범과 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인간에 대한

영어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졸업 후 미국을 비롯한

있습니다.

간호 실무와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교수와

총체적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간호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간호 실무를 담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자, 관리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기본간호학, 아동간호학,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간호 실무와 통합시킬 수

대학원 학위 과정의 학생은 1:1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 여 간호 이론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

을 근거로 실무와 연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자, 간호 실무자,

국내·외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한 실습교육으로
근거중심 실무와 과학적 탐구능력을 갖춘
실무 지도자 양성

간호학 연구방법, 통계학 이론과 실습, 간호학 전공 영역에 따른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간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세계를 누비는 간호사의 꿈 실현

최신 문헌 고찰과 논문 분석 과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 수행과 자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미국, 몽골, 태국과의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함양하고 간호 연구계획서 공개발표를 통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

교수-대학원생과 대학원생-대학원생간의 학문적 소통과 연구

차움, 보건소, 산업장, 학교 등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 차병원을 비롯한 국내·외 의료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 실무

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간호 술기를

기관 및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간호사, 보건 교사, 산업보건 간호사,

영역에서 대상자를 위한 간호 중재의 개발과 건강 요구도 분석 및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

간호교육자, 연구간호사 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간호 서비스 성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니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부속병원이 있는

있습니다.

수행하며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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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대학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정보학과는 보건행정, 사회복지, 건강 IT분야

보건복지행정학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성장 분야인 보건복지정보분야의 취업경쟁

가 융합된 특성화 학과입니다. 세계화, 고령화, 정보화로 특정지어지는
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보건복지정보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건강과학대학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의료서비스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

보건의료산업학과

보건의료산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다학제적 융합

산업, 항노화 및 고령친화산업, 글로벌헬스케어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유일의 학과입니다.

맞추어 폭넓은 융합적 지식기반 위에 차별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영역의 우수한 교수진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한 높은 취업경쟁력

※ 실습기관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업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정보학과는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유일한 학과

보건복지정보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 및 차병원그룹의 국내외
경영진과 의료진 등이 다학제적으로 참여하여 융·복합 교육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인턴십을 통한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기술과 바이오

개발원, 의사협회정책연구소 등

통한 전문지식 교육과 현장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그리고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차별적

기술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보건

산학협력 세미나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취업경쟁력을

의료산업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21세기

차별화된 융합적 교육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위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신성장 동력산업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전문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충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급증 그리고 빅데이터가

70%의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보건복지정보학과의 졸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산업 각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집중교육 등 원활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급부상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업생들은 차병원그룹 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

을 배양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과 중요성 등 비전을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식과 실천적

등의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무지식 등을

능력, 그리고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빅데이터의 관리, 분석 및 활용

산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 보건복지 분야의 비영리기관, 민간

능력을 갖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팀, 건강 IT 산업체, 국내외 대학과 연구 기관 등
으로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건강증진

갖추는 특화된 교육을 통해 친(親)기업형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미래변화를 이끄는 인재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산업학, 의료관리학, 보건학, 보건경제학 등 보건의료 산업

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주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정보학과는 보건복지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정보학과

관련 기본과정에서부터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 기기, 화장품,

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보건행정, 사회복지, 건강 IT 영역을 융합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정보학과는 학업에 전념하기 좋은 최적의

항노화 등 보건의료산업을 구성하는 각 산업별 심화과정을 통해

한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 지식과 실천능력,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관련 특성화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그리고 급속한 정보화에 빅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능력을 갖춘

다양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약·의료 기기·화장품 기업 혁신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을 위한 R&D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

융합전공의 강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병원행정 관련 등 다양한

수출 등 현장중심 전문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산업혁신 관리자,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업체

공공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병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실습, 의료기관 실습, 보건 의료분야 공공기관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섭적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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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학과

고령친화산업학과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원 특성화 대학원

대학원과정

합니다. 고령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고령사회를 이끌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
실무, 해외연수와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고령친화 비즈니스 전문가와 고령자

건강과학대학

기초의학과 임상분야의 의학적 지식과 스포츠의·과학의 이론과 실험,

스포츠의학과

지도, 처방, 관리해주는 스포츠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라이프컨설턴트를 배출할 것입니다.

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운동 및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활방식을 연구,
인체의 움직임을 기초의학적,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운동기능
향상, 건강한 삶 유지, 상해예방 및 치료, 운동처방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운영되는
친고령특성화대학원 (100% 장학금 지원)

산업체 인턴 및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기초의학 분야 및 임상분야를 망라한 이론과 실험,
실습의 체계적 교육

선진화된 인프라 활용과 산학협력을 통한
효용성 높은 실무교육

고령친화산업학과는 2015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대학원 과정 중에 2~3학기에는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단기

스포츠의학과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의학 분야와

차병원그룹의 38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국 LA차병원,

친고령특성화대학원입니다. 전일제 학생에 대해 100% 국비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4학기에는 차병원그룹 내

임상 분야를 망라한 의학적 지식을 내실있게 교육합니다. 이러한

강남·분당·구미·대구 차병원,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및 국내기업 인턴십 등을

병원·기업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에서 인턴십을 의무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운동효과와 비약물적이고 비침습적인 치료효과를

의 기관은 물론 국내외 최대, 최고의 스포츠의학전문병원과 연구

통해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시행합니다. 해외석학 초청특강, 국제박람회 및 학술 대회 참석

스포츠과학 및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평가·분석 합니다. 이를

소,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재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청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취업에 강한 글로벌 인재를

토대로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개선시켜 경기력 향상을

효용성 높은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재학 중 해외연수를 통해

년에서 고령자로 전환되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시대’가

육성할 예정입니다.

도모하며, 스포츠 상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갖추고

또한, 선수 트레이닝은 물론 일반인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체력

있으며 더 나아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입니다.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학과는 고령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기획·개발 등 고령친화 비즈니스 전문가를

고령친화산업 전문 연구요원으로 성장

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과 변화

양성하는 트랙(Ⅰ)과 고령자의 건강·경제·여가생활 등 활발한

고령친화산업학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 정책

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스포츠의학 전문

사회참여 를 지원하는 고령친화 라이프컨설턴트 양성 트랙(Ⅱ)을

연구소, 고령친화산업육성연구소, 고령친화서비스개발연구소 등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통해 친(親)시장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령친화산업학과 전일제(Full

다양한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전문 인재 양성
운동처방, 일반인 또는 선수트레이닝, 운동치료, 재활치료, 건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전문 연구요원으로 육성해

글로벌 안티에이징 센터인 ‘차병원그룹’과 연계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갈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안티에이징센터인 ‘차움 및 차병원’과 연계된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 연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고령친화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용품 등의 산업 과

특화 교육프로그램과 실무교육은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국내외 우수 연수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 주거, 여가, 금융 등이 복합된 융합산업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의·과학, 재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내,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본

학과는 보건복지정보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의학 전문대학원,

의학, 정형의학, 안티에이징 전공 의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학과가 의무지원학과로 이미 선정되어 재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간호학과, 약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스포츠의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있으며 더불어 세계적 석학으로 구성된 교수단이 직접 강의를 하고

좀 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등 차의과학대학교 유관 학과와의 교육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론과

있어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있습니다.

실무는 물론 융합적 시각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배출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극대

Time) 학생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각 연구소에서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다학제 교육을 통한
융합 전문인력 양성

관리, 응급처치, 비침습적·비약물적 치료 등과 같은 스포츠의학

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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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대학

경영학 전문지식과 실용적 능력, 글로벌 마인드와 사회를 품는

데이터경영학과

업·1국가(지역) 전문가. 이것이 글로벌경영학과가 양성하고자 하는

바른 품성,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경영자, 1산
인재상입니다. 차병원그룹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병원과 Healthcare
기업 네트워크는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융합과학대학

의료홍보미디어학과는 의과학분야에 특화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초의학 필수 이수는 물론 저널

(언론 홍보)학과입니다. 헬스케어 및 언론광고PR분야의 커뮤니케이션
리즘, 광고홍보, 방송영상 분야별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졸업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경영학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지원

차병원그룹이나 광고·PR회사, 언론사, 병원,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

갖춘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 국내 기업은

전문자격증 준비, 사례개발 및 연구, 공모전 참여, 모의 주식 투자,

다양한 업체·기관에서 핵심적인 동량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기업 컨설팅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있도록, 경제학, 경영학원론, 경영통계학 등의 기초 과목과 회계학,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적극 장려하며 지원합니다. 동아리에는 지도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조직, 생산 및 운영관리, 국제경영, 경영전략,

교수가 배정되어 정규 수업시간에 갖기 어려운 밀착형 상호관계 속
에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업체탐방 등 강의실에서 얻을 수 없는

건강과학 분야 특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의료관광 등의 전공 심화과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합니다. 이론 위주의 학습에서 얻기 어려운 현실 적응력과

생생한 현장체험의 기회도 제공 합니다.

의료홍보미디어학과는 기초의학지식을 겸비한 의료·헬스케어

헬스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통계분석에 대한 심화된 전공지식을

및 언론·광고PR·영상콘텐츠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학습하고 광고홍보영상을 스스로 촬영·편집할 수 있는 디지털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례학습(case

됩니다(전공기초과정). 또한 언론·방송과 광고PR,

study), 문제 중심학습(PBL,problem-based learning), 통합형

우수하고 열정적인 교수진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영상제작능력을 갖추게 됩니다(전공응용심화). 또한 전공학생의

교과운영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적용됩니다. 경영

글로벌경영학과는 이러한 교육과 학생지도를 충실히 담당해 줄

디지털 정보지식사회에 부응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10%는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미주리대학교(Missouri Univ.) 등에서

실무 경험을 직접 얻을 수 있는 인턴십 제도와 생생한 경영 현장의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15주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영자 초청특강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전임교수진은 경영학 교육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분으로

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차병원그룹은 물론 주요 기업 체 임직원 출신의

주어집니다(글로벌교육과정).

겸임교수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진은 신입생때

기초의학 + 미디어커뮤니케이션(언론홍보)
융합교육

부터의 긴밀한 학생지도와 신설 학과로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열정

학생들은 의학입문, 해부생리학과 의학용어, 공중보건학

차병원그룹, 언론사, 광고PR사, 영상제작사 등
기관에 커뮤니케이션실무자로 진출

과 애정으로 교육과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등 의학기초 교과목과 이를 미디어커뮤니케이션(언론홍보)

의료홍보미디어학과의 모든 전공학생들은기초의학과

전통적인 경영학 교육과정에 더하여 차의과학대학교의 글로벌

전공과 융합한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

경영학과는 독특한 교과과정과 지도방식으로 차별화된 강점을

세분화된 전공을 통해 보다 넓어진 취업분야

차병원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학과만의 특화된 실무교육은

생명과 인본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제공합니다. 신입생들이 첫 학기에 수강하게 되는 신입생 세미나

차병원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병원과 기업, 그리고 미국 LA

전공학생들이 미래에 헬스케어·공중보건 실무 분야는 물론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의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및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임

차병원은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들에게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를

언론·광고PR·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실무

디지털미디어와 저널리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교수가 직접 맞춤형 지도를 담당할 뿐 아니라, 대학생활과 졸업

제공할 것입니다. 그룹 내 네트워크 이외에도 세부 전공 분야에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광고PR기획과 통계조사 실무능력, VR영상 콘텐츠제작

후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따라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은 물론, 병원, 호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써 졸업생들은 언론·방송 실무자,

됩니다. 이를 위해 전공영역의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경영학

서비스기업·기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전공, 회계세무컨설팅전공, 의료관광서비스전공 중 하나를 세부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과 별도로
‘1산업·1국가(지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융합이 대세 : ‘경영학+회계세무컨설팅+의료관광
서비스’를 통섭한다.

산업 및 국가(지역)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지도교수와 함께

광고기획자(AE), PR기획자(PM), 미디어·영상제작자, 독립VJ(Video
Journalist),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진출이나 창업 역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진로가 될

의학기초 필수, 인턴십의무이수, 美미주리대학교
실무연수 등 특화된 프로그램

수 있습니다.

모든 전공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의학입문과 해부생리학,

보유한 38개 글로벌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실무부서에 우선 취업할

의학 용어, 공중보건학 등 의학기초 교과목을 이수하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있습니다. 또한 의료홍보미디어학과전공 학생들은차병원그룹이

다년간의 프로젝트로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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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대학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는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술치료 및 상담심리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대학은 교육임상연구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춰
다양한 전문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연계교육과정을
통해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 석사과정
일반 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미술치료는 정신건강의학, 재활의학,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의료
체계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환자 및 내담
자의 심신의 안정과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심리지원서비스로 효과
성이 입증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
대학원은 국내·외 최초의 미술치료대학원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인턴십과 실습교육지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와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에서는 국내 미술치료학계 중 최고의

미술치료서와 상담심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심리학, 의학, 보건의학

임상실습기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연계 또는

분야의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차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우수 병원

최고의 미술치료 교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임상교육의 효과를

및 상담 복지 센터와 임상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안정되고

미술치료는 미술치료학, 심리학, 의학, 교육학, 철학이 접목된 융합

최고의 인턴십과 실습교육 지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인턴십을 통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환자 및 내담자들의 심신의 안녕과

미술치료대학원은 국내 미술치료학계 중 최고의 임상실습기관을

모든 임상실습 과정은 전임교수의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

예방과 자기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우수 병원 및 상담 및

미술치료사 교육으로 강화됩니다.

치료대학원 전공생들은 미술치료와 심리학, 의학 등의 이론과

복지 센터와 임상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통한 다양한

최고의 전문 교육과정

미술치료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 석사과정, 일반
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지도와 상담을 통해 이론과 임상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등재하고 있
습니다.

적용기법, 자기경험,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등의 지식과 기술을

임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실습 과정은 교수의 슈퍼 비

임상 및 실무능력과 연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

습득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미술치료사

전 을 통해 전문 미술치료사 교육으로 강화됩니다.

심리학, 의학, 교육학, 철학, 예술 등의 인접 학문과의 폭넓은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에서는 미술치료사, 미술심리상담사(1,2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계교육과 이론 및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특강 등 체계적이고

재활미술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재활바우쳐 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는 임상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국제교류
CHA Health System 네트워크 활용한
최적의 연구 환경

각국 미술치료 전공대학 및 미술치료학과와 적극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국제화에 발맞추어 각국의 미술치료 전공 대학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와 장학제도

졸업 후 전망

미술치료대학원은 CHA Health System안에서 우리나라 최적의

미술치료학회들과 활발한 연구 교류와 학생교류를 통해 공동 세미

국내·외 미술치료 대학교, 연구소, 학회,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로

미술치료와 상담심리는 여러 학문이 접목된 융합학문으로

교육 및 임상환경을 갖추고 있어, 임상실습과 교육에서 본 대학

나, 워 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에 힘쓰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의료기관,

의료진들과 함께 치료와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학술교류를 적극

교육기관, 복지기관, 민간기관, 기업 등에서 미술치료사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국외 미술치료기관 및 분야로 취업할

상담심리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술치료센터,

전문교육과정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교육기관, 아동·청소년·노인 복지기관,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구열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Wee센터, 대안학교, 장애인

본 과정은 역량 있는 미술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에

민간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며 높은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 및 동아리 지원과 교내 창업보육센터를

재활시설, 아동-노인 사회복지 시설, 유·아동 발달센터,

필요한 미술과 심리학 외에도 의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과정 졸업생 중에는 박사

통해 21세기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암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소아병동, 치매 요양병원,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사를

과정으로 진학하여 학문 및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 중독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활동할

위한 생명윤리와 인성교육과 자기경험 기회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과정 졸업생은 연구원, 대학 강사 및 교수 등의 다양한 분야로

최고의 취업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 미술치료 대학원(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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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상담심리대학원(석·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 연구원 및

연구

학자로서의 진로도 열려있습니다.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미술치료 학문의 증진을 위해 교수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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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는 인간생명 존중사상에 입각한 우수한 의료봉

대학원과정

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의과학 연구자 및

사자를 양성할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연구 능력을 배양

통합의학대학원

전문 의학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은 ‘과학적인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이외의 모든
전통의학과 민간요법과의 융합 방법을 연구하는 의학’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합기능의학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진료의 포괄적이고 유기적
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기능의학 전공
의료인을 대상으로 통합의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
구하여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의학 발전에 공헌하고

차별화된 수업

통합의학을 기능의학과 접목하여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를 결합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이론과

각 분야별 전공과목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공통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통합기능의학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기술을 연구하며 통합의학요법과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결과를
웰니스·스파 테라피와 접목하여 국제적 브랜드로 발전시킬 전문

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의생명과학과,
약학과 등과의 교차 수강의 허용을 통해 다양하고 폭 넓은 지식과

보완대체요법 전공

연구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완대체요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근거를

가를 양성 합니다.

제시함으로써 세계의학 발전에 공헌하고 보완대체요법을 안전

자세체형교정 전공

학문의 고도화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

의학과 대학원 과정은 학부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심화 과

학문의 융합화를 통해 임상-기초간 중개 연구를 학위 논문에 적용

합 의학 기능사를 양성합니다.

족부교정, 두개골교정 등을 총망라하며 증상에 대하여 필라테스 및

정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량을 갖춘 의학인, 박애와 봉사를

하고, 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약학과와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수준

실천하는 의학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높은 밀착형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교육의

푸드테라피 전공

방법에 따라 해결책을 권고하는 치료 분야 입니다. 기능 해부학 및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

질적 향상과 학문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식품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경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과학자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

가진 의학자, 의과학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필요한 식품(음식) 처방방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자세 체형교정 분야의 전문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임상 Food Therapy과정입니다.

가를 양성합니다.

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분야 등을 접목시켜 이해하며, 전문적인 융합 교정

의과학박사과정(M.D.- Ph.D. Program) 지원
의학과 과정

의과대학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과학박사과정

메디컬 웰니스·스파 전공

고위자(전문/특별) 과정

임상의학분야, 기초의학분야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M.D.- Ph.D.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의료 서비스산업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디컬

정규 석사학위 과정 이외에 자연의학, 산약초교실, 바늘을 이용한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과 함께 의과학연구과정(3년)에 진입한 대학원생이 탁월한 연구

웰니스·스파(Medical Wellness·Spa)와 의료관광(Medical

만성통증 치료, 동종요법, 푸드테라피, 통증치료, 장기 마사지 테크

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다학제분야 박사과정도 운영하고 있

능력을 갖춘 의과학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Tourism) 프로그램의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닉, 수기요법, 악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요법, 침술 의학, 표적온열

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 스파와 웰니스 테라피

요법 등의 전문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0 CHA University

CHA University 31

보건산업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은 보건학(보건학/임상연구관리)과 메디컬뷰티
산업 전공으로 운영됩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빠르게 증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이론과 실무를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은 지역약국, 병원약국, 공공기관, 제약기업 및 관련
산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자들이 약물사용 및
관련 제도적 환경 등에 관한 지식을 확대하고 연구 및 실무 경험을

교육·연구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인격과 능력을 갖

축적 하여, 합리적인 약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춘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전공은
‘임상약학’과 ‘사회약학’으로 나뉘며, 약학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약
학전공자를 위한 트랙을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학 전공

임상약학전공(Clinical Pharmacy)

임상약학대학원의 특징

■ 보건학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기초 임상약학 지식에 심화된 약물치료학 및

•개인의 역량 강화

보건정책, 보건행정, 보건정보분야의 전문심화 및 통합교육 과정을

임상보험약학을 교육하여 약국, 병원, 제약업계, 보건의료 관계기관

통하여 정부, 병원, 기업, 단체 등의 보건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보건

등에서 국민보건 증진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관리자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있는 전문 임상약사 및 약물치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석사학위과정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취업, 이직, 승진에 있어
역량있는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의약품의 약제 보험고시 등 종합

바쁜 직장인을 위한 탄력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긴밀한

■ 임상연구관리

적이고 심도있는 약물치료학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소통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커리어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세계 각국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임상시험 역량이

습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강의

나날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사회약학전공(Social & Administrative Pharmacy)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강사진의 생생한 강의가 제공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 관련 직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메디컬뷰티산업 전공

의약품행정학, 의약품정책론, 약료서비스 및 약국경영학, 보험관리

되며,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최적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K-Beauty Culture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에서도

경영학, 의약품산업 및 마케팅론, 의약품경제성평가, 연구디자인

화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임상시험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임상시험

뷰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문헌분석학, 사회행태약학 등 약과학적 지식과 인문 사회학적

•활성화된 동문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원에서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의약품의 사회적

병원, 지역약국, 공직, 제약회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는

을 목표로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메디컬뷰티 산업을

가치와 약사의 역할을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하고 관련지식을 현장

학생들간 상호교류가 활발합니다.

선도할 학문적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균형감 있고

보건의료산업과 의료뷰티의 통섭이 가능한 미래 융합적 전문가를

경쟁력 있는 리더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근거중심 약물치료 개념에 기반한
임상보험약학 강의는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며,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것
입니다.

•다양한 연구참여 기회 제공
임상약학대학원과 교내 약료정보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다양
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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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

Hospital

병원에서 연구소, 벤처까지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그룹을 꿈꾸는
글로벌 차병원그룹
실력과 기술로 쌓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한계를 넘어 인류의 미래 건강을 책임지는 차병원그룹
오늘도 차병원은 반세기의 생명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에 없는 의술,
인류에 없던 의학으로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Relative

05.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
Chaum

■ 국내

■ 국내

■ 국내

·구미차병원(부속)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차병원여성의학연구소
·대구차여성병원
·차움

·㈜차바이오텍
·㈜차디오스텍
·㈜CMG제약
·㈜차케어스
·㈜서울 CRO
·㈜차바이오메드
·㈜차메디텍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차백신연구소
·㈜차바이오에프엔씨
·㈜차헬스케어

·프리미엄검진센터
·안티에이징센터
·면역증강센터
·임상유전체센터
·신경근골격센터
·피부성형센터
·디톡스슬리밍센터
·대사증후군전문센터
·한방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에버셀스킨케어
·푸드테라피센터
·헤어스파

·그룹종합검진센터
■ 해외

세계의술의 중심! 미래의학의 중심! 차병원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의술이 있습니다.

03. 관계사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LA)
·CHA Fertility Center(LA)
·Tokyo Cell Clinic(Tokyo)

02. 연구기관
Research agency
■ 국내
·암연구소
·줄기세포연구소
·생식의학연구소
·바이오산업연구소
·약학종합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기초의학연구소
·실험동물센터
·대체의학연구소
·태반연구소
·화장품연구소
·광학연구소
·광응용연구소

·㈜엔이아이디
■ 해외
·CHA Health Systems, Inc. (LA)
·CHA Healthcare Mgmt, LLC. (LA)
·CHA Property Holdings, LP. (LA)
·CHA Property Mgmt, LLC. (LA)
·Stem Cell International
·CHA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LA)
·CHA Reproductive Managing
Group(LA)
·Holy Optics(중국 충칭)
·CHADiostech Co., Ltd (중국 동관)
·CHA Medical Service(Tokyo)
·Stem Cell &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테라스파
■ 해외
·MD Anderson Cancer Center
·Johns Hopkins Hospital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
·Cedars-Sinai Medical Center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Boston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Tokyo Cell Clinic

04. 의료서비스
Medical service
■ 국내
·차병원제대혈은행 iCORD
·차병원공여제대혈은행
·차병원파라메딕
·바이오인슈어런스
·차맘스케어
·차실버케어
■ 해외
·CHA Ovum Bank(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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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3의 창업 선언

세계 최고의 글로벌 생명공학그룹으로 힘찬 도약

구미차병원

구미차병원
2000년 5월부터 종합대학병원으로서의 의술을 펼치기 시작한
구미차병원은 내과를 비롯 20개 진료과목에 분야별 최고의 임상

차병원그룹은 1960년 차경섭 이사장의 차 산부인과 시절의 제 1의 창업, 1980년대 차광렬 총괄 회장 주도로 세계적인

교수진과 505병상 규모의 시설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임 생식의학의 기틀을 닦은 제 2의 창업을 너머 2012년 세계적인 글로벌 생명공학 그룹으로의 힘찬 도약을 선언하며

지역 유일의 대학부속 병원입니다.

제 3의 창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차광렬 총괄 회장은 제 3의 창업을 선포하며 “앞으로 줄기세포와 유전체 검진이 미래
의학을 주도하게 될 것” 이라며, “학교와 병원, 벤처, 연구소 등이 결집해 시너지를 낸다면 줄기세포 산업화와 유전체 산업

차움

을 리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그룹으로 도약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10월에 오픈한 미래형 병원 청담동 차움은 프리미엄 검진
센터를 비롯해 파워에이징센터, 세포성형센터, 테라스파센터,
강남차병원

국내병원

차움

베네핏 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5개 층에 2만 m²(약 6천
평)의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신개념 라이프센터 차움은

강남차병원

기존 VIP검진을 비롯해 안티에이징 검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강남차병원은 1960년 초동 차산부인과 의원을 모태로 1984년에

질환은 물론 건강과 질병 사이의 회색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강남에 개원하였으며, 산부인과를 비롯한 13개 진료과목과 여성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양·한방 의사들은

의학 연구소,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총 37개의 특수클리닉으로

물론 이고 스파, 푸드, 운동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들이 협조하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중심의 특화된 병원의 새로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인 맞춤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

모델을 제시한 강남차병원은 첨단 의료장비와 쾌적한 환경을

원입니다.

갖추고 있으며 50여년간의 뛰어난 임상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분당차병원

국내최초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얻어 줄기세포

차병원여성의학 연구소

분야에도 활발한 연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남차병원은 차병

차병원여성의학연구소
국내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켰던 차병원

원의 산 역사 그 자체 입니다.

여성의학연구소는 강남센터와 서울역센터에 난임연구소, 기초의학
연구소, 유전학연구소, 난자은행 등이 포진해 있으며, 70여명의 전문

분당차병원

연구진들이 난임과 생식학, 유전학 등에 압도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신도시 최초의 종합병원이자 국내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있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전문기관 입니다.

갤럽의 대규모 설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맞춰 개원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1995년 개원 이래 의료봉사와 열린
경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분당차여성병원

인증을 획득하는 등 차병원 그룹 대표 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A 할리우드 장로병원

해외병원
LA 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LA 할리우드 장로병원(434 병상 규모)은 차병원그룹 바이오기업

분당차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시험관아기센터, 여성비뇨기과를

차바이오텍이 2004년 11월 인수한 한국인 소유 미국 대형종합

비롯하여 소아청소년과, 소아비뇨기과까지 여성과 소아, 엄마와

병원입니다. 한국 병원의 첫 미국 진출 사례로서 ‘LA 시티 최

아기를 위한 Total Care Medical Center 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대규모’이며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 구축시스템과 시설, 직원 서비

의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형 원스톱 진료 및 분만시스템을

스로 미국 내 한국병원의 위상을 드높인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

도입하여, 24시간 주치의 진료, 양한방 협진에 의한 산후보양 등

습니다. 2002년부터는 뉴욕 C.C 불임연구 소가 LA 차불임치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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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HA 불임치료센터

센터로 옮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 : CHA & Columbia)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

LA CHA 불임치료센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는 암진단 및 치료를

2002년 2월, 미국 LA에 개원한 차병원 불임치료센터는 불임치료

넘어 암의 예방부터 추적관리까지 환자의 평생관리를 지향하는

뿐만 아니라 불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차병원에서 세운 미국

암센터입니다. 분당차병원 내 독립건물을 갖추고 외래 진료실

내 두 번째 불임치료센터로,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시설을 갖추고

및 항암주사실 등 철저히 암환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병원에서 파견되는 의사 및 석·박사 급의 전문 의료진

있으며,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중심의 전인적

으로 구성되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첨단 불임치료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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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에서 줄기세포연구까지

Bio Tech에서 첨단신약까지

한계를 넘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세계 의료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컴플렉스

차움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차바이오텍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

2011년 12월 문을 연 차움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는 세계

국가 공식 ‘제대혈 이식 지정 병원’으로 실제 이식치료 시행 (분당

유일의 줄기세포 임상연구센터로 총 2652.5m²(약 800평) 규모로

차병원)에서 채취 및 공정, 검사, 보관, 이식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부터 임상시험, 수술,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국내 유일의 가족제대혈은행입니다. 2005년 국내 최초 1 Unit의 제

가능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대혈로 성인백혈병 치료에 연속 성공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가능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차병원 종합연구소와 함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줄기세포 메디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차케어스
세포성형센터

차병원 통합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

(주)차케어스는 ‘특화된 최고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통합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는 21세기 의학의 꽃이라 일컫는 줄기

품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차병원그룹의 정보 시스템을

세포 연구를 위해 최첨단 연구시스템을 완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차바이오텍

개발, 관리하는 SM(System Management)사업, 그리고 정부행정

통합 연구소입니다. 2009년 4월, 국내 최초 체세포복제 배아줄기

(주)차바이오텍은 2000년 9월 차병원그룹과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주된 영역으로 고객과 고객사의 서비스 경쟁

세포 연구 승인을 받은 차병원은 통합 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해 줄기세포주 확립과 상용화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병원운영사업, Cell Banking 등 안정적
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기초의학연구소

왔으며,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6월 차병원그룹에서 설립한

1985년 설립된 기초의학연구소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병원·대학·연구소·기업의

벤처캐피탈(VC)로서, 차세대 유망분야인 Bio/ 농수산식품 / 그린

시험관 아기시술 등의 다양한 치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에너지 / IT 등 산업별 전 영역에 걸쳐 성장성 있는 업체를 발굴,

하는 임상적 적용과 더불어, 다양한 기초의학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국내 최대 규모의 판교 종합연구원 ‘차바이오 컴플렉스‘를 오픈하여,

투자하는 경쟁력을 갖춘 VC입니다. 당사는 국내 및 전세계를 투자

치료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바이오 및 임상연구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대상으로 Global VC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임 생식의학연구기관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의학연구소

차메디텍

차헬스케어는 2013년 8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병원 운영 전문

임상의학연구소는 세계적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차의과

차메디텍은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의 바이오 생물소재·의료기기

회사로 미국에 LA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중추적 연구메카입니다. 진료 역량과 연구

제조 전문 법인으로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KFDA 의료기기

Center와 LA CHA Fertility Center 그리고 일본에 Tokyo Cell

수요에 바탕한 창의적인 연구성과로 2000년 5월 연구소 개소 이후

GMP인증 시설뿐만 아니라, 유럽 CE인증 및 ISO 인증을 획득하여

Clin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병원그룹의 병원 전문 경영 노하우

약 200여편의 ‘SCI급 논문’을 포함한 총 250여편의 연구 논문을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를 선도할 글로

및 브랜드 가치 등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주요

발표해 세계적 연구수준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벌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점에 전략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통합된 의료 서비스 플랫 폼을

세포성형센터

차바이오에프앤씨

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2004년 10월 공식 오픈한 세포성형센터는 개인별 건강문제를 정

차바이오에프앤씨는 차병원 그룹이 축적한 메디컬 바이오 기술을

의 통합줄기세포치료 연구센터로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중추적인

확히 짚어내는 맞춤종합건강증진센터, 각종 통증치료의 새로운

기반으로 화장품 및 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CMG제약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을 여는 근골격 만성통증센터, 난치병 및 암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개발, 유통의 인프라를 통해

CMG제약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대체 의학·난치병센터를 유기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로서 연평균 약 18%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견제약사로 도약

차움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차헬스케어

차바이오컴플렉스

구축하고, 전방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Healthcare

판교테크노밸리에 건평 6만 6200m ²(2만평)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8층의 2개동으로 설립된 ‘차바이오컴플렉스’는 줄기세포치료

Network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매출액 대비 R &D 투자 비중이

첨단연구암센터

업계 최고 수준인 약 20%로 회사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

첨단연구암센터는 암 진단 및 치료를 넘어 암의 예방부터 추적관리

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 &D투자와 차병원그룹의 우수한

까지 환자의 평생관리를 지향하는 암센터입니다. 줄기세포 연구

연구개발력, 첨단 의료기술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빠른 기간 내에

기술력을 기반으로 CHA 암연구소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중견제약회사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용과 실용화에 초점을 두고 최신 암치료(예방)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교류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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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춘 연구중심의 암센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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