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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신 교수진이 함께하는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인 동시에 극심한 경쟁사회

입니다. 불균형한 식생활 때문에 육체적 건강을 챙기기도 어렵고, 

경쟁사회 안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건강을 챙기

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고 인간 내면의 평화

를 조명하며 몸과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상을 올바르게 사유

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한의학, 약선, 동양

사상, 철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 학문

을 창조,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병이 일어난 뒤 현상을 

치료하는 서양의학과 다르게 병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 치유·예방

하는 한의학(韓醫學)은 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현대인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이런 한의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음식을 먹음

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약선(藥膳)과정, 약초에 대한 지

식 습득을 통해 약초의 채취부터 재배, 활용까지 연구하는 한약

초(韓藥草)과정, 인간을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르치는 마인드·명상(冥想) 과정을 함께 가르칩니다. 

본 학과는 국내 최고 한의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희학원으로서 

경쟁력있는 최고 수준의 한방건강관리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성찰하며 행동하는 자주적인 인재, 인간의 심신 안정에 기여

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는 인류애적 인재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1.학과소개

국내 최고 한의학과를 가진
경희학원 노하우의 정수(精髓)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검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학계 최고의 교수진

경희학원 인력 풀만이 가질 수 있는

국내 최고 교수진의 실용중심 강의

약초원 탐방

약초원 방문 후 수업시간에 배운 약용자원

을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약초채집 및 재배지답사
특용작물생산지 및 재배지를 답사하여 

실제 자생 또는 재배 약초에 대해 체험하고 

실습하는 특성화 교육 

숲체원

숲에서 하는 명상, 도인안교, 기공 등 실습

을 통한 특성화 교육

The BEST The ONLY The SPECIAL

2. 학과 특징

한방과 동양철학 융합을 통해 몸과 정신의 토탈건강을 책임지는 한방건강관리 전문가 양성

국내 유일 한방(韓方),
동양철학(東洋哲學), 명상(冥想),
심리학(心理學) 융·복합 학문

한의학개론(韓醫學槪論), 한방양생학 

(韓方養生學), 동양철학의 이해(東洋哲學

理解), 건강심리학(健康心理學),  

약용자원학(藥用資原學) , 통합명상 등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한 

토탈건강관리 역량 강화로의 유일무이 

(唯一無二)한 길



4. 관련 자격증

한약초관리사, 한방약선조리사, 통합명상지도사, 조리기능사, 보건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등

3. 졸업 후 진로

한방약선(韓方藥膳)한약초(韓藥草) 통합명상(統合冥想)

약선조리전문가, 식이컨설턴트, 

건강식품제조업,

조리기능사, 한방테라피스트, 

대학원 진학

약초관리전문가, 약초재배전문가, 

치유농업전문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한방미용 및 경락마사지 관련업,

한방 관련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요가전문지도자, 숲치유전문가, 

명상지도전문가, 스트레스관리전문가, 

헬스케어컨설팅, 한방병원코디네이터, 

대학원 진학

5. 전공이수트리

트랙

공통
기초

전공
기초

전공
심화

한의학용어와기초한문 

약선동의보감 

한방산업과건강

한방약선이론

식품과영양

발효학

명상및기공입문

건강심리학

스트레스입문

약선본초학

약선처방학

한방약선학1

한방약선학2

질병과체질에따른약선식이

통합명상

태극권

산림치유학

한방음악치료

동양철학의이해     |     약용자원학     |     한의학개론   

    한의학과몸의발견     |     인체생리학     |     한방양생학     |     한방병리학

통합명상(統合冥想)한방약선(韓方藥膳)한약초(韓藥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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