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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분석 프로그램

Check plus™

- 요양병원 진료비

분석 프로그램

Check Win™

- 교육용 전산프로그램

Bitnix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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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강관리협회 16개 지부 교육
 (주)미래에셋 F.C.교육(해부학 및 관련질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보험청구 및

코디네이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의사회 교육(성북구/부산시/성남시)
 위너메디학원 집체훈련기관 승인
 위너평생교육원 원격훈련기관 승인
 다수 제약회사 MR 교육
 병원 및 요양병원 다수 집체교육 진행
 대한간호협회 유휴간호사 교육(전국)
 서울시 간호사회 EMR 전산교육 진행
 그 외 다수 교육 진행중

주요실적

 서울교육청 지정교재
 건강보험 이론, 실무교재
 요양병원 이론, 실무교재
 보험심사관리사 이론교재 및 요약집
 보험청구 심사용 의학용어
 보험청구 관련교재 및 문제집 19권
 의료코디네이터 교재 및 문제집 발간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청구누락컨설팅
 현지조사 사전점검컨설팅

[의료기관 컨설팅현황]
 50여 의료기관 개원컨설팅 진행
 200여 병·의원 컨설팅 진행
 300여 요양병원 컨설팅 진행

 의료기관 전문 직무교육 컨텐츠 개발
 보험청구 전문 온라인컨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 실습프로그램 개발
 진료비 분석 프로그램 Check plus™ 개발
 요양병원 진료비 분석 프로그램 Check Win™ 개발
 교육용 전산프로그램 Bitnix Academy™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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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lus™ 진료비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위너메디 법인전환
-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 참여
- 대한간호협회 EMR전산교육 위탁기관 협약
-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건강보험·요양병원 과정)
- 온라인전용 실습프로그램 개발(건강보험 청구)
- 대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설
- 제약회사 MR 맞춤 교육과정 오픈
- 의료기관 다양한 컨설팅 사업
- 위너 출판 사업 시행
- 위너메디학원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 위너메디학원 설립

-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건강보험·요양병원 과정)
- 보험심사관리사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의료기관 컨설팅 진행
-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진행
- 다수 제약회사 교육 진행
- 대한간호협회 EMR 전산교육 진행
- 서울시간호사회 EMR 전산교육 진행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진행(건강보험/요양병원/원무행정)
- 한국폴리텍대학교(인천/성남)산학협력 교육진행(원무행정)
- 의료기관 전문 직무교육 컨텐츠 자체개발
- 신규 프로그램 개발 참여

- 대한간호협회 EMR 전산교육 진행(전국)
- 서울시간호사회 EMR전산교육 진행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위탁교육 진행(건강보험/EMR)
- 온라인컨텐츠 자체개발 고용노동부 승인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진행(원무행정)
-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원무행정)
- 한국폴리텍대학교(강서) 교육진행(건강보험)
- CheckWin™ 요양병원 진료비분석프로그램 개발
- 위너평생교육원 원격훈련기관 승인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의 직장인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번거로운 오프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편리한 온라인 교육

 PC와 모바일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러닝 학습

 학습대상자의 눈높이와 만족도가 입증된 최신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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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의무사항 대상자 관련법령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인원이나, 규모의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가이드 라인
(의료기관편)

2014년 8월 7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분실·훼손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가능하며(제32조 2)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평등법”에 의거 하여
미 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퇴직연금
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곳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사용자의 책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과태료)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통법정훈련 교육제도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구분 지원한도(연간)
전문직무 훈련비 법정직무 훈련비

정부지원 자부담 정부지원 자부담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납부 보험료의 240% 90% 10% 50% 50%

중견기업(1,000인 미만)
연 납부 보험료의 100%

80% 20% 40% 60%

대기업(1,000인 이상) 40% 60% 20% 80%

사업주훈련 지원내용

고용보험가입

직무교육

교육비
납부

정부지원금
(훈련비용)

신청

정부지원금
(훈련비용)

지급

5※ 2019년 제도개편으로 공통법정교육은 사업주 훈련 비지원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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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일정확인

계약

계약서 및
신청서 작성

인원확정

명단제출 및
HRD 등록

최종
인원확정

1. 교육 위탁계약서 4. 계좌이체내역서

2. 신청서 및 훈련생명단 5. 전자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6.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 훈련제출 서류안내

* 훈련비 : 교육비 중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수료

수료증 발급

수강안내

아이디 배포

수강

수강기간 30일

교육비(자부담금)
입금 및

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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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교육과정

공통법정훈련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감염관리 및 결핵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교육방법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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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정 명 차 시

의료직무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알아보기* 12

건강보험 병원행정인교육* 31

의료종사자를 위한 업무향상교육* 32

의료법정직무 3주기 병원 핵심직무 역량강화 24

의료서비스

NCS기반 병원코디네이터를 위한 핵심 직무 능력* 20

병원CS, 병원을 고객에 맞게 디자인하다 16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8

공통법정교육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일반기업용) 6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의료기관용) 10

한번에 끝내는 법정/인증필수교육 (의료기관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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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종사자를 위한 업무향상교육

학습차시 31차시

총 교육비 95,040원

지원금액 85,536원

자부담금 9,504원

4. 3주기 병원 핵심직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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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 12차시

총 교육비 35,640원

지원금액 32,076원

자부담금 3,564원

2. 건강보험 병원 행정인교육

학습차시 32차시

총 교육비 137,940원

지원금액 124,146원

자부담금 13,794원

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알아보기

학습차시 24차시

총 교육비 74,250원

지원금액 37,125원

자부담금 37,125원

* 우선지원기업 기준금액 입니다.



7.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학습차시 16차시

총 교육비 71,060원

지원금액 35,530원

자부담금 35,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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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 20차시

총 교육비 62,370원

지원금액 56,133원

자부담금 6,237원

6. 병원CS, 병원을 고객에 맞게 디자인하다

학습차시 8차시

총 교육비 37,620원

지원금액 23,700원

자부담금 13,920원

5. NCS기반 병원코디네이터를 위한 핵심 직무 능력

* 우선지원기업 기준금액 입니다.



2.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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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이 아닌 비환급 일반과정 입니다.
•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정필수교육
(의료)(일반)

학습차시 6차시

학습대상자 일반기업 전직원

총 교육비(비회원가) 25,080원

총 교육비(회원가) 3,000원

학습차시 10차시

학습대상자 병원근로자

총 교육비(비회원가) 41,800원

총 교육비(회원가) 3,000원

1.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일반기업용)

3. 한번에 끝내는 법정/인증필수교육 (의료기관용)

학습차시 20차시

학습대상자 병원근로자

총 교육비(비회원가) 83,600원

총 교육비(회원가) 10,000원

법정/인증필수교육
(의료)



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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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병원 행정인교육

교육대상자 요양병원 의사,간호사

총 교육비 35,64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3,564원

중견기업 7,128원

대규모 21,384원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원무과 종사자

총 교육비 95,04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9,504원

중견기업 19,008원

대규모 57,024원

차시 강좌명

1차 요양병원 개요

2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A.일반사항

3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B.의식상태, C.인지기능

4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D.신체기능

5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E.배설기능

6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F.질병진단

7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G.건강상태

8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H.구강 및 영양상태

9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I.피부상태

10차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 J.투약, K.특수처치

11차 환자분류체계

12차 폐렴, 패혈증, 체내출혈 점검표 작성원칙

차시 강좌명

1차 건강보험 흐름과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2차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이해

3차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4차 차상위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5차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6차 산정 특례 제도(건강보험,의료급여)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진료비 영수증

9차 요양급여비용 일반원칙과 진찰료

10차 요양급여비용 진찰료 가산

11차 입원료 급여기준

12차 주요검사 급여기준

13차 투약,주사료, 약국 및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14차 방사선 급여기준

15차 마취료 급여기준

16차 이학요법료, 캐스트 급여기준

17차 수술 처치 급여 기준

18차 혈액,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

19차 약제 일반원칙

20차 포괄수가 급여기준

21차 간호 간병 서비스

22차 CT 급여기준

23차 MRI 급여기준

24차 의료법

25차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분업

26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차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28차 공단 건강검진과 관련 건강보험제도

29차 현지조사의 개요 및 사례

30차 의학용어 1

31차 의학용어 2



3. 의료종사자를 위한 업무향상교육

차시 강좌명

1차 의학용어의 개념과 구조

2차 의학용어의 접두사, 접미사

3차 의학용어의 소화기계 (기본용어, 질환, 증상, 검사, 약어)

4차 비뇨기계, 호흡기계 의학용어 (기본용어, 질환, 증상, 검사, 약어)

5차 신경계, 심혈관계 의학용어 (기본용어, 질환, 증상, 검사, 약어)

6차 생식계, 내분기계 의학용어 (기본용어, 질환, 증상, 검사, 약어)

7차 감각기계, 피부계

8차 진단검사 관련 의학용어 및 기타용어

9차 다빈도 실무 의학용어

10차 원무 행정의 개요

11차 원무행정 예약관리 외래관리

12차 원무행정 입원 관리

13차 원무행정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14차 원무행정 본인부담금의 이해

15차 원무행정 영수증의 이해

16차 원무행정 병원의 사무관리

17차 원무행정 병원의 원무관리 실무의 이해 (원무관리,통계)

18차 원무행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9차 원무행정 의료법

20차 원무행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

21차 원무행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22차 원무행정 의료급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이해

23차 원무행정 자동차보험법 및 진료수가 기준-1

24차 원무행정 자동차보험법 및 진료수가 기준-2

25차 원무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지침-1

26차 원무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지침-2

27차 원무행정 실손보험의 이해

28차 원무행정 원무프로그램의 이해

29차 원무행정 전자의무기록(EMR)의 정의 및 필요성

30차 원무행정 병원 외래 CHART와 EMR실습

31차 원무행정 현지 조사(1)

32차 원무행정 현지 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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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주기 병원 핵심직무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의료기관종사자

총 교육비 137,94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13,794원

중견기업 27,588원

대규모 82,764원

교육대상자 의료기관종사자

총 교육비 74,25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37,125원

중견기업 44,550원

대규모 59,400원

차시 강좌명

1차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기본가치 및 환자진료체계 이해

2차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확인 및 의사소통 방법

3차 환자안전을 위한 낙상관리

4차 환자안전을 위한 욕창관리

5차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

6차 검사체계 관리

7차 고위험환자 관리

8차 말기환자 관리

9차 항암화학요법

10차 의약품 관리

11차 마약류 관리

12차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13차 환자의 권리존중 및 보호(1) -환자의 권리존중과 의무,환자의 불만 및 고충관리

14차 환자의 권리존중 및 보호(2) - 취약 환자 관리, 사회복지체계

15차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16차 감염관리(1) - 삽입기구, 개인보호장비 감염관리

17차 감염관리(2) -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

18차 경영 및 조직운영

19차 인적자원 관리(1) - 인사관리, 노사관계

20차 인적자원 관리(2) - 직원 안전

21차 의료기관 시설 및 환경 관리

22차 의료기관 위험물질의 안전한 관리방법

23차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24차 성과관리



6. 병원CS, 병원을 고객에 맞게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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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좌명

1차 내가 알고 있는 공감화법, 제대로 활용하시나요?

2차 내 마음처럼, 너의 마음을 읽어준다면

3차 환자의 이야기, 기쁨으로 들어라

4차 메러비언 법칙이 말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5차 감성+리더십을 발휘하면 인품이 쌓인다

6차 자기관리가 곧 환자 관리다

7차 갈등을 즐기는 방법

8차 유머로 환자를 대하고, Fun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라

9차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10차 보이스 컨설팅

11차 매력적인 매너

12차 대화의 테크닉

13차 인간의 행동유형 DISC

14차 내부고객만족

15차 불만고객 응대

16차 감사하는 서비스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전직원

총 교육비 62,37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6,237원

중견기업 12,474원

대규모 37,422원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전직원

총 교육비 71,06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35,530원

중견기업 42,636원

대규모 56,848원

5. NCS기반 병원코디네이터를 위한 핵심 직무 능력

차시 강좌명

1차 의료서비스 환경과 코디네이터

2차 진료접수하기

3차 고객진료정보 파악하기

4차 대기고객 관리하기

5차 고객정보 분류하기

6차 고객매뉴얼 관리하기

7차 고객 사후관리

8차 온라인 예약 관리하기

9차 오프라인 예약 관리하기

10차 예약일정 관리하기

11차 고객정보 전달하기

12차 진료대기시간 관리하기

13차 진료 전 설명하기

14차 청구 수납하기

15차 미수금 환불관리

16차 증명서 발급하기

17차 보험 청구하기

18차 병원정보 관리하기

19차 온라인 고객 관리하기

20차 고객만족도 조사하기



7.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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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좌명

1차 내가 알고 있는 공감화법, 제대로 활용하시나요?

2차 내 마음처럼, 너의 마음을 읽어준다면

3차 환자의 이야기, 기쁨으로 들어라

4차 메러비언 법칙이 말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5차 감성+리더십을 발휘하면 인품이 쌓인다

6차 자기관리가 곧 환자 관리다

7차 갈등을 즐기는 방법

8차 유머로 환자를 대하고, Fun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라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전직원

총 교육비 37,620원

자부담금

우선지원 13,920원

중견기업 16,553원

대규모 27,087원



8.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일반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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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의료기관용)

차시 강좌명

1차 개인정보보호교육

2차 성희롱예방교육

3차 퇴직연금제도

4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교육

5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Ⅰ)

6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Ⅱ)

학습차시 6차시

학습대상자 일반기업 전직원

총 교육비(비회원가) 25,080원

총 교육비(회원가) 3,000원

(일반)
법정필수교육
(의료)

학습차시 10차시

학습대상자 의료기관 전직원

총 교육비(비회원가) 41,800원

총 교육비(회원가) 3,000원

•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이 아닌 비환급 일반과정 입니다.
•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진행됩니다. 

차시 강좌명

1차 개인정보보호교육

2차 성희롱예방교육

3차 퇴직연금제도

4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교육

5차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6차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7차 감염관리 및 결핵

8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Ⅰ)

9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Ⅱ)

10차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10. 한번에 끝내는 법정필수교육 (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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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 20차시

학습대상자 의료기관 전직원

총 교육비(비회원가) 83,600원

총 교육비(회원가) 10,000원

법정/인증필수교육
(의료)

•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이 아닌 비환급 일반과정 입니다.
•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진행됩니다. 

차시 강좌명

1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2차 성희롱예방교육

3차 퇴직연금제도

4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교육

5차 환자의 권리와 의무(취약환자 권리보호교육)

6차 질향상과 환자 안전

7차 소방안전

8차 감염관리 및 결핵(손위생교육)

9차 금연교육

10차 낙상예방교육

11차 시설물 및 환경안전교육(MSDS)

12차 심폐소생술

13차 신체보호대 교육

14차 의약품 교육

15차 말기환자 관리교육

16차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7차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8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Ⅰ)

19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Ⅱ)

20차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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