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에도학생들의 행복과,
보건실무인재양성을 위해

보건복지행정학과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2018학년 2학기 소식지



학기가 막 시작된 9월에도

학생들의진로에 대한 탐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계열 전문가에게 직접듣는
취업현장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어요”

9월 17일특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영현)



9월 22일 병원원무행정실습 (분당차병원)

학교에서뿐만아니라, 학생들이직접 기관에방문해
현장을견학하기도했습니다.

(1) 일시 : 2018.09.22
(2) 장소 : 분당차병원
(3) 내용 : 분당차병원소개, 의료분쟁처리사례탐색



실제로실무가이루어지는현장을보는것은

학생들에게또다른진로 방향을제시해주었습니다.

(1) 일시 : 2018.09.22
(2)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3) 내용 : 강남세브란스병원소개, 현장견학, 

고객서비스만족사례 탐색

9월 22일 병원원무행정실습 (강남세브란스병원)



9월 22일 병원원무행정실습 (분당서울대병원)

(1) 일시 : 2018.09.22
(2) 장소 : 분당서울대병원
(3) 내용 : 분당서울대병원소개, 현장견학

“학교에서는배우기어려운실제 현장의모습을
직접볼수있어서좋은시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09.28)을 방문한학생들은
앞으로자신의학업과진로에대해생각할수있었습니다.

(1) 일시 : 2018.09.28
(2)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부
(3) 내용 : 국민건강보험제도의도입, 의료서비스

9월 28일병원원무행정실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제실무에서일하시는전문가의

생생한현장의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꿈으로한발짝더다가섭니다.

(1) 일시 : 2018.10.19
(2) 장소 : 건강보험공단서울지부
(3) 내용 : 기관견학, 업무및특성소개, 

기관취업정보제공

10월 19일 병원원무행정실습 (건강보험공단)



동아제약을방문(2018.10.19)해,

학생들이 획일화된 진로결정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일시 : 2018.10.19
(2) 장소 : 건강보험공단
(3) 내용 : 기관견학, 기관업무및특성소개, 

기관취업정보제공

10월 19일병원원무행정실습 (동아제약)



“현장에서다양한이야기를쉽게들을수있는것

이너무유익한시간이었습니다.”

(1) 일시 : 2018.10.26
(2)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내용 : 기관견학, 업무및특성소개, 기관취

업정보제공

10월 26일병원원무행정실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적인역할뿐만아니라기관의전반적인기술과설비들을
직접적으로알아볼수 있는시간이었습니다.”

(1) 일시 : 2018.10.26
(2) 장소 : 식약처
(3) 내용 : 식약처소개, 기관소개및현장라운딩, 

내부시설견학

10월 26일병원원무행정실습 (식약처)



한기관내다양한부서를방문해, 좀더구체적이고정확한진로를
정할수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

(1) 일시 : 2018.10.27
(2) 장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3) 내용 : 환자만족도향상을위한다양한분석기법및병원사례탐구,

기관견학

10월 27일병원원무행정실습 (신촌세브란스)



11월 1일보건행정실습 기관방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분야에는어떤인재가필요한지,
나는어떤인재가되어야하는지를알 수있는
좋은기회가되었습니다.”

(1) 일시 : 2018.11.02
(2) 장소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내용 : 기관견학, 기관취업정보제공



11월 6일복지행정학과 학술제

학술제(2018.11.06)를 통해, 보건복지와관련된심도있는발표를함으로써보건

복지행정학과학생들은우수한보건복지전문실무인재로
성장합니다.



11월 8일보건행정실습 기관방문(서울 CRO)

“말로만듣던 CRO로의현장실습은생생한경험을들을
수있는새로운경험이었습니다.”

(1) 일시 : 2018.11.08
(2) 장소 : 서울 CRO
(3) 내용 : 현장견학, 부서별업무안내및전망, 기관취업

정보제공



우리학과의큰 행사중하나인

패밀리데이를진행하여,

졸업한후취업하신선배들에게
현장의이야기도듣고,
선후배간친목을도모했습니다.

학교밖에서선후배가서로교류하고
함께식사하며보건복지행정학과의
결속력을다졌습니다.

11월 9일 보건복지행정학과 패밀리데이



분당차병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2018.11.15)하여,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다양한 부서와 직무에 대해
알수있는시간을가졌습니다.

(1) 일시 : 2018.11.15
(2) 장소 : 분당차병원임상시험센터
(3) 내용 : 병원기관방문, 임상시험센터견학및업무설명

11월 15일보건행정실습 기관방문(분당차병원 임상시험센터)



기말고사를준비하면서많이힘들보건복지행정학과학생들을위해

햄버거데이(2018.12.5~6)를 마련해햄버거를배부하고
함께먹는시간을가졌습니다.

“햄버거데이덕분에햄버거맛있게먹었어요!!
시험공부열심히하겠습니다.”

12월 5~6일햄버거데이



보건복지
행정학과
소식지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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