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_ 디지털헬스학과
  1. 교육과정 개요

 디지털헬스학과는 의학, 생물학, 약학, 통계학, 수학, 전산학 및 공학 등 여러 분야의 학과 전공자를 대상

으로 하여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다음 원칙으로 편성 및 운영하고

자 한다.

□ 교육과정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데이터과학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 (통계학, 정보학, 컴퓨팅 등) 과목이며, 두 번째 축은 커넥티드헬스 관련 주요 분야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시스템 등) 과목으로 되어 있다. 모든 방법론 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 기초의학의 주요 분야 및 의학계 교수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의학 과목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

을 본 대학원 융합의과학과 및 본교 의학과에서 수강하도록 한다. 이는 비의대 출신자에게 의학 지식

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모든 학생에게 연구와 관련된 기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구방법론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수강

하도록 하고, 우수 연구자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세미나를 운영한다.

□ 본 학과가 개설하기 어려운 학과목, 예를 들면 공학의 경우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을 공과대학에

서 수강하도록 한다. 

 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육과정의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구성

되며 개별 교과목은 이에 기반하여 편성한다. 첨단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로드맵을 정기적(예: 

매 3년)으로 평가 보완한다.

➀ 1단계: 기본 교육과정

 - 기초지식 배양 단계

 - 다양한 학부 배경의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헬스 관련 핵심 분야 (의학, 데이터과학, 헬스케어)의 기

본지식을 습득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한다.

 - 교과목 예: 데이터AI디지털헬스, 스마트병원시스템의이해, 통계프로그래밍

➁ 2단계: 핵심 교육과정

 - 학생의 관심과 향후 진로에 따라 전공 지식을 심화 및 융합하는 단계

 - 건강/의료 빅데이터과학과 커넥티드헬스케어 분야별 고급 이론 및 지식을 이해하고 연결하여 융합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 교과목 예: 의학데이터과학개론, 헬스케어시스템개론, 빅데이터분석론, 의료데이터관리개론

➂ 3단계: 응용 교육과정

 - 전공 지식의 현장 활용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

 - 전 단계를 거치며 습득한 분석론들을 활용하여 디지털헬스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과정을 이

해한다.

 - 실습 및 최신 연구의 참여를 통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 교과목 예: 디지털헬스캡스톤, 의료빅데이터캡스톤, 실용디지털헬스세미나



  2. 학과 주관 전공 교과목 List

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비고

헬스케어시스템개론 3 DHC5002

의학데이터과학개론 3 DHC5003 공통필수

학술논문강독 3 DHC5004

석사논문연구1 3 DHC5005

석사논문연구2 3 DHC5006

석사논문연구3 3 DHC5007

석사논문연구4 3 DHC5008

통계프로그래밍 3 DHC5010

의료데이터관리개론 3 DHC5011

의료영상정보학개론 3 DHC5012

스마트병원시스템의이해 3 DHC5013

헬스케어디바이스개론 3 DHC5014

빅데이터분석론 3 DHC5015

의생명정보학세미나 3 DHC5019

의료빅데이터캡스톤 3 DHC5021

디지털헬스캡스톤 3 DHC5022

보건의료정보국제표준개론 3 DHC5023

인턴십1 3 DHC5026

인턴십2 3 DHC5027

데이터AI기반디지털헬스 3 DHC5029 공통필수

실용디지털헬스세미나 3 DHC5030

의료정보학 3 DHC5031

컴퓨터프로그래밍 3 DHC5032

의료딥러닝 3 DHC5035

의료기계학습 3 DHC5036

디지털헬스기반건강행동중재프로그램설계 3 DHC5037

디지털헬스기반건강평가방법론 3 DHC5038

박사논문연구1 3 DHC6001

박사논문연구2 3 DHC6002

박사논문연구3 3 DHC6003

박사논문연구4 3 DHC6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