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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장 인사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전통의 도시이자 교육도시인 청주에 위치한 충청북도 거점 
국립의과대학으로 1987년 개설 된 후 1,300여 의료인을 배출하여 지역사회 및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간호학과를, 
2018년에는 의생명융합학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의학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목적의 가치아래 130여 분의 
우수한 기초, 임상 교수진 및 행정 인력과 함께, 정독실, 멀티미디어실, 임상수기센터 등의 탁월한 
교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및 국가시험의 변화에 따른 기초·임상통합교과과정을 
도입하였고 OSCE 및 CPX 등 실기교육제도를 정착하여, 지역 및 국가의 보건의료, 연구에 기여하는 
훌륭한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및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최근 4년 100%의 
최고 합격률을 보여 전국 최상위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PT-ERC, 
MRC, 종양연구소, 휴대용 진단기기 개발센터, 의학연구정보센터, BK21, PSM 사업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였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에 의과대학의 운영, 교육, 학생, 교수, 시설설비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였고, 우리 대학은 우수한 의학교육기관으로 평가되어 6년 인증을 받아 최상의 의학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20대의 약관을 지나 30대의 성년기를 맞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한민국의 중부권을 대표하는 
의과대학으로서 의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매진하겠으며 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최영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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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이학 석·박사과정

모집인원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모집일정 원서접수 :  2017. 11. 08.(수) ~ 11. 17. (금) (10일간) (인터넷접수)

입학고사(구술면접) : 2017. 12. 04. (월)

합격자발표 : 2017. 12. 22. (금) 예정

지원자격 Ⅰ. 일반전형(석사과정, 박사과정)

     1.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2018년 2월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석사학위 소지자(2018년 2월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Ⅱ. 학연산협동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

     1. 석사과정: 위의 일반전형 및 학과간협동과정의 석사과정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대학과 학연산협동과정 협약을 체결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위의 일반전형 및 학과간협동과정의 박사과정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대학과 학연산협동과정 협약을 체결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Ⅲ. 정부위탁생특별전형(석사과정)

• 위의 일반전형 및 학과간협동과정의 석사과정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 되어 선발된 군인으로써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입생 모집요강

http://psm.chungbuk.ac.kr     /     043.261.2858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사항은 2017년 10월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입학금은 장학금에 미포함)

    ㆍ 입학성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

2. 특전 : 국내외 인턴십 기회 및 일정 비용 제공

           (국외 인턴십의 경우 현장기준에 맞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증명 필요)

*장학금 및 특전은 2018년도 1학기까지 지급(이후 미정)

※기타문의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특전



일반대학원 의생명융합학과장 인사말

그러나 융합은 현대 과학과 기술의 과정이 아닌, 서로 다른 개념들이 서로 연관되어 나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술의 융합적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릇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비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과 경영기법을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길원
일반대학원 의생명융합학과장

현대 과학과 기술은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충북대학교 의생명융합학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하여 글로컬(GLOCAL = GLOBAL + LOCAL) 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통합가적, 지도자적, 창업가적인 자질을 함께 갖춘 ‘T'형 

전문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대학원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원과 

외부전문가를 확보하고, 세계 각국과 사이버 융합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유명한 교원들로부터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1대 1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 및 학생과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나 인턴십을 통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본인이 원하던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고, 기관은 원하던 실무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와 가능성을 경험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과학 

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수 지식과 기법들을 여러분께 제공할 것이고,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창의적 

사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전을 통한 창조와 도전을 추구하는 여러분께 우리 프로그램은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여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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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융합학과 소개

의생명융합학과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

의생명과학지식
Bio-Medical Science Knowledge

경영지식
Managem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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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융합학과는 의생명과학과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의생명과학경영 융합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글로컬 경쟁력을 갖춘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전문인재로 육성된다.



의생명융합학과 비전

글로컬 의생명 과학기술경영 리더 양성

현장 중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융합형 교육 시스템 운영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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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융합학과는 보건의료정책및질병관리, 보건의생명R&D경영, 임상연구경영의 3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목은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으로 구성되며, 주간/야간 수업을 병행한다. 수업연한은 2년이며 총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이다. 졸업시 이학 석·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연구 / 인턴십 / 캡스톤 프로젝트

기초공통
교과과정

의생명융합학개론, 의생명과학경영세미나, 의생명과학통계개론, 의생명경영실무방법론, 바이오의약

기술과 창업 경영, 의생명 산업경영 및 혁신, 계량적 연구방법론

전공
교과과정

ㆍ건강증진과 질병관리

ㆍ감염병 및 만성병 역학

ㆍ보건사업 기획과 평가

ㆍ의료의 질관리론

보건의료정책 및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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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ㆍ보건의료정책론

ㆍ병원관리학개론

ㆍ의료보장론

ㆍ병원관리세미나

ㆍ비교의료제도론

ㆍ건강행태론

ㆍ의학자료처리론

ㆍ바이오의약학개론

ㆍ바이오과학물질특허

ㆍ바이오제약산업 지적재산권 관리론

ㆍ바이오의약 신제품 개발관리

보건의생명 R&D 경영

ㆍ보건의료서비스 R&D 경영

ㆍ의생명 R&D 기획과 평가

ㆍ의생명 기술경영 및 전략

ㆍ의생명 데이터마이닝

ㆍ의생명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ㆍ바이오인포매틱스

ㆍ임상연구경영학개론

ㆍ임상연구 방법론

ㆍ임상연구 프로젝트 관리

ㆍ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임상연구경영

ㆍ임상연구 지식경영

ㆍ임상연구 커뮤니케이션

ㆍ임상연구경영 사례연구

ㆍ임상연구 법과 윤리

ㆍ근거중심의료

ㆍ경제성 평가 방법론

ㆍ임상의료정보



경영교과

기초교과

교육
과정

정보과학교과인턴십/캡스톤
프로젝트

의생명과학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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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과정

2) 전공과정

ㆍ본 전공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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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및 질병관리 전공 소개
Program in Health Policy & Disease management

목표

ㆍ감염병 유행,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수준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질병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ㆍ보건의료기관과 관련 인력의 증가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ㆍ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ㆍ병원의 대형화와 발전으로 인해 의료의 질 관리, 병원 경영 및 조직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비전

주요 교과목

ㆍ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ㆍ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원 연구원 

ㆍ보건소 보건사업담당자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 연구자 및 실무자

ㆍ병원 관리자

진출분야

ㆍ의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명사들을 초청하여 학문이나 산업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다양한 학문과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과학의 필요성 인지하고 정보처리 및 통계와 같은 실제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을 배양함

목표

ㆍ의생명과학경영세미나

ㆍ의생명경영실무방법론

ㆍ의생명 산업경영 및 혁신

주요 교과목
ㆍ의생명융합학개론

ㆍ의생명과학통계개론 

ㆍ바이오의약 기술과 창업 경영

ㆍ계량적 연구방법론

ㆍ감염병 및 만성병 역학

ㆍ의료의 질관리론

ㆍ병원관리학개론

ㆍ병원관리세미나

ㆍ건강행태론

ㆍ건강증진과 질병관리

ㆍ보건사업 기획과 평가

ㆍ보건의료정책론

ㆍ의료보장론

ㆍ비교의료제도론

ㆍ의학자료처리론



교과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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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과정

ㆍ보건의생명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정책수립 및 이의 시행을 위한 학문적 

   소양과 통합적 안목을 배양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컬리더를 양성하는 것과, 

   첨단 기술의 선봉에 서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경영자를 

   양성함.

보건의생명 R&D 경영 전공 소개
Program in Biomedical R&D Management

목표

ㆍ정부의 의약품 허가 및 규제 강화로 인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회사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R&D경영 인력의 증가가 예상됨

ㆍ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또한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을 보건의생명 R&D 

   중점 사업으로 지원하면서 R&D전략기획, 인허가. 사업화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ㆍ최신 보건의생명 지식습득과 최신 연구결과를 실무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R&D경영 관련 현장교육과정이 

   국내에 아직 개설되어 있지 못함

ㆍ위와 같은 산업의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예의주시하면서 보건의생명R&D경영 인력들을 조기전력화하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함

비전

주요 교과목
ㆍ바이오과학물질특허

ㆍ바이오의약 신제품 개발관리

ㆍ의생명 R&D 기획과 평가

ㆍ의생명 데이터마이닝

ㆍ바이오인포매틱스

ㆍ바이오의약학개론

ㆍ바이오제약산업 지적재산권 관리론

ㆍ보건의료서비스 R&D 경영

ㆍ의생명 기술경영 및 전략

ㆍ의생명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ㆍ보건의생명분야 R&D 기획, 전략 전문가

ㆍ보건의생명분야 R&D 정책 전문가

ㆍ공공기관 연구개발기획/기술사업화/가치평가/인허가 관련 부서

ㆍ기업의 임상연구/연구개발전략기획/기술사업화/인허가 관련 부서

ㆍ병원 기획실, 총무과, 임상시험센터

ㆍ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ㆍ의생명분야 창업

진출분야



2) 전공과정

ㆍ임상연구경영전공은 임상연구의 기획, 수행, 평가를 위한 경영학적 마인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의 

   함양을 주요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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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경영 전공 소개
Program in Biomedical Research Management

목표

ㆍ보건의료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ㆍ이것은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설계, 수행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있어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정확한 임상연구의 평가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질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ㆍ임상연구의 효율적인 설계나 수행, 평가는 임상연구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이 요구됨.

ㆍ이와 더불어 임상연구경영전공에서는 임상연구의 중개적 위치에서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한 보건의료 R&D 경영이나 인허가나 급여정책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ㆍ이러한 목표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임상연구경영전공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비전

주요 교과목

교과목 소개

ㆍ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ㆍ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

ㆍ임상연구자(PI: Physician Investigator)

ㆍ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경영관리자

ㆍ임상연구약사(CRP: Clinical Research Pharmacist)

ㆍ임상연구기관 실험동물윤리위원회 행정간사

ㆍ임상연구기관 생명윤리 운영원

진출분야

ㆍ임상연구경영 사례연구

ㆍ임상연구 법과 윤리

ㆍ근거중심의료

ㆍ경제성 평가 방법론

ㆍ임상의료정보

ㆍ임상연구경영학개론

ㆍ임상연구 방법론

ㆍ임상연구 프로젝트 관리

ㆍ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ㆍ임상연구 지식경영

ㆍ임상연구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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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턴십/캡스톤
프로젝트

구분

공통

전공과목

연구과제

부전공

의생명융합학과 학점

1) 석사과정

공통 필수

전공 선택

연구과제 I

9학점

6~12학점

3학점

0~6학점

24학점

2) 박사과정

ㆍ의생명과학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지역산업체, 기업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 등을 설계, 제작,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ㆍ이 과정을 통해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 현장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함.

목표

4) 이수 체계도

구분

공통

전공과목

연구과제

부전공

의생명융합학과 학점

공통 필수

전공 선택

연구과제 Ⅱ

12학점

12~21학점

3학점

0~9학점

36학점

주요 교과목
ㆍ인턴십 Ⅱ

ㆍ캡스톤

ㆍ인턴십 Ⅰ

ㆍ인턴십 Ⅲ



교수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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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Management

Management of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 
Innovation Strategy,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ervice R&D, Financial Accounting, 
Industrial Management and Innovation, R&D project 
management, R&D Strategy, International business, 
Marketing, Risk Management, Entrepreneurship , 
Leadership & Communication

Healthcare Technology Management

Health service research, e-health, U-healthcare,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care Policy, Disease 
Control

Information Science
& Bio-medical Engineering
Database management, 3D Graphics & Medical Volume
Rendering, Medical Engineering, System Engineering

Biotechnology & Biopharmaceutical

Pharmacology Evaluation, Toxicology, Drug Quality 
Control, Pharmacokinetics, Statistical Analysis for Clinical 
Data, Drug Permits & Licenses Administration

Biomedical Research Management

Evidence Based Healthcare, Translational Research, 
Clinical Research, Biomedical Research

최영석, 이영성, 강길원, 박종혁, 김소영

이장희, 임달호, 배기수, 김응도, 신광수, 김세영

정의배, 이용문, 김승렬, 박선미, 최중국, 이상진

류근호, 조완섭, 이태수, 허태영, 김연국

이기만, 신경섭, 한혜숙, 홍외현, 배장환, 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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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바이오톡스텍 메타바이오메드 다이노나 셀트리온

LG생명과학 한국넬슨제약 한독 C&R리서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익대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Harva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ornell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Rockefeller University SRI International Chiang Mai University Toronto University Kyushu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KOLIS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TeachAIDS

국내 연계 기관

해외 연계 기관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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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Agencies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NOPOLIS Foundation

ㆍTotal Project Period : 2012.08.01 ~ 2018.07.31(6 years)

ㆍPhase Ⅱ : 2015.8.1 ~ 2018.7.31

ㆍSupervising Agen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ㆍLocal Government : Chungcheongbuk-do

ㆍCollaborating Industries : Refer to Industry-Academia Linkage program(13p)

ㆍProject Budget (3 year total) : $2 Million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goya Univ

Kyushu Univ

National Taiwan UnivNational Cheng Kung Univ

UTS, Sydney

NCNST, Beijing

Peking Univ

Chiang Mai

Oxford Univ

Univ. of Massachusettes

Toronto Univ

Stanford Univ

UCLA

U.C. Berkley SRI International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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