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놀면
뭐하니?

2020년 보건산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차세대 보건산업분야를 책임질 미래新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개요

교육과정

교육목표

• 의약품 생산 입문과정

• 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 의약품 마케팅 입문과정

• 바이오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 화장품 산업 입문과정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

• 보건산업분야 직무능력 및 실무능력 함양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 국가신성장동력산업 전문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보건산업분야 취업 후 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대상

• 보건산업분야 업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전 과정 : 졸업(예정)자, 장기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우선선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 : 기초통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과정명

교육일시

의약품 생산 입문과정

2.17.~3.17. 매주 월,화

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2.17.~3.17. 매주 월,화

의약품 마케팅 입문과정

2.17.~3.17. 매주 월,화

바이오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2.17.~3.17. 매주 월,화

화장품 산업 입문과정

2.19~2.28. 매주 수,목,금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

3.23~4.21. 매주 월,화

교육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교육문의

의약품 마케팅·화장품 산업 입문과정
김미선 대리 02)3299-1420 │ mskim0207@kohi.or.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9층, 10층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
장재은 주임 02)3299-1415 │ jechang@kohi.or.kr
의약품 생산·개발·바이오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김현경 주임 02)3299-1408 │ gusrud5837@kohi.or.kr

신청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hie.kohi.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제출서류 : 교육신청 및 자기개발 계획서 1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http://hie.kohi.or.kr

일반회원 가입

과정명 검색

수강신청

선발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1.31. 예정)

http://hie.kohi.or.kr

신청기간
교육비
선발방법

• ~1.30.(목)
• 무료
•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및 서류심사 (교육신청 및 자기개발 계획서)
※ 최종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개별 통보드립니다.

교육안내

교육특징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혼합교육(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병행)운영
• 바이오헬스넷 전문인재 DB 등록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의
 약품 생산·개발·바이오개발 입문과정 우수교육생 대상 실습교육* 기회 제공(잠정)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미생물시험원 양성교육 (4주) 연계: 체류비는 자부담

교육내용

과정명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의약품 생산
입문과정
76H

• 제약 산업 개론 및 약학개론
• 의약품 생산 개론
• 품질 관리, 품질 보증 개론

• GMP규정 및 관리 개론

의약품 개발
입문과정
67H

• 제약 산업 개론 및 약학개론
• 신약개발 개론 및 프로세스
• 의약품 허가 및 사업개발

•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1)

(집합:40H│사이버: 36H)

(집합:40H│사이버: 27H)

• GMP실무 및 제약공정의 이해
• 의약품 QbD이해과정
•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2)
•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과정

의약품 마케팅 • 제약 산업 개론 및 약학개론
입문과정
• 의약품

시장 분석 (문헌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등)
51H
• 의약품 홍보 및 sales communication skill
(집합:40H│사이버: 11H)

• 제약 마케팅 입문과정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산업 개론 및 약학개론
개발 입문과정
(바이오의약품 중심)
67H
• 바이오의약품 생산, 연구개발 개론
(집합:40H│사이버: 27H)
화장품 산업
입문과정
67H

•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1)
•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2)
•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과정

• 산업이해:


• 기능성

화장품 A to Z: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화장품산업의 이해, 화장품산업 마케팅 기본

• 상품개발전문역량:


• 화장품

글로벌 브랜딩 &
마케팅 전략

 장품 상품개발 기초, 화장품상품개발 프로젝트 실습,
화
프로젝트 완성

(집합:40H│사이버: 27H)

• 화장품 무역특화과정

• 팀프로젝트 발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
69H

•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론:

•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과정

기초통계 기본, 빅데이터 활용과 사례분석

• 헬스케어와 IT융합과정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실습: 
빅데이터 활용 실습

(통계학적 분석, 시각화 실습, 나이브베이지안실습, 패널분석 등)

(집합:40H│사이버: 29H)

• 디지털기술과 의료혁신

※ 선발대상자(합격자)는 사이버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입교가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9층, 10층

상록회관

기술센터 9·10F

한국기술센터
르네상스
호텔

삼성
테스코빌딩

삼성
제일빌딩

선릉역 5번 출구
360m

5
2호선 선릉역

강남방면

데이콤빌딩

삼성SDS

삼성방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비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주차(1시간 3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