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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으로 세분화하여 급변하는 4차산업 시대에 IT정보 분야를 보다 강화하여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응한 선진화된 교육체계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성실하게 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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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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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의료 맞춤형 정보 및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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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기 위해 병원 및 의료관련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련 교과목인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학용어, 의료의 질 관리, 보건의료정보통계, 조사방법론, 보건의사결정론, 의료보험실습과 임상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학습합니다.지역사회 보건의료조사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임상관련 빅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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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학부의 졸업 후 진로



입학관리팀
Typewritten Text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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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 1급,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국가공인), 컴퓨터관련 건강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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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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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st.kosin.ac.kr/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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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北京 首都師範大學校 (北京市) : 북경 수도사범대학교(북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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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沈陽師範大學校 (遼寧省 沈陽) : 심양사범대학교(요녕성 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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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延邊科學技術大學校 (吉林省 延吉) : 연변과학기술대학교(길림성 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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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紹興大學校 (浙江省 紹興) : 소흥대학교(절강성 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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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南京師範大學校 (南京市): 남경사범대학교(남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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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三峽大學校 (宜昌市): 삼협대학교(의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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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國立大同大學校 (臺灣 臺中市): 국립대동대학교(대만 대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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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國立高雄大學校 (臺灣高雄市): 국립고웅대학교(대만 고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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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학과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4주·6주 코스의 단기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 후 중국문화체험 이라는 과목으로 3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학하고 중국에 연수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중국어와 문화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양사범대학교, 남경사범대학교, 고웅사범대학교에서 2+2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두 대학에서 모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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