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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학 연구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경제학 연구실입니다.
보건경제학 연구실은 양봉민 교수님과 이태진 교수님 두 분이 지도교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1. 교수님 소개
양봉민 교수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6
∙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2
∙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82~1984
∙ 미국 Massachusetts-Lowell경제학과 조교수, 1984~1985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985~현재
∙ 미국 Harvard 대학교 연구교수, 1989~1990, 1995~1996, 2006~200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2002~2004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2004~2006
∙ Value in Health Regional Issues 편집장 2012~현재
∙ 연락처 : 02-880-2762 (보건대학원 221동 407호)

bmyang@snu.ac.kr

이태진 교수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90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과정 수료, 1994
∙ 영국 Manchester 대학교 박사 (Health Services Management), 2000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99.9~2008.2
∙ 미국 Harvard 대학교 Takemi Fellow, 2006.9~2007.8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2008~2013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13~현재
∙ 연구분야 :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보건의료의 형평성
∙ 연락처 : 02-880-2726 (보건대학원 221동 423호)

tjlee@snu.ac.kr

2. 연구실 소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GNP의 6%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경제학은 보건의료정책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분석기법 및 모형을 접목시킨 응용경제학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을 배분

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수요, 건강보험, 적정 의료 인력의 판단근거, 보건
의료 생산 비용, 의사시장모형, 병원형태와 이용, 제약 산업, 재원조달과 지불보상제도, 보건의료사
업 및 기술의 경제성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보건
경제연구방법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형평성있는 자원 배분을 위해 많은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경제연구실은 정기적으로 관심 주제를 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STATA를 이용한 계량경제방법론, 국내외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재원조달, 의약품정
책) 등을 공부해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경제학술지에 소개되어 있는 논문을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발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연구실원 소개
▷ 양봉민 교수님 연구실
보건대학원 221동 401호 (02-880-2724)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27호 (02-880-2768)
웹사이트
Post-Doc

권혜영, 김윤희

박사과정

유수연, 김보경, 이화영, 홍지민, 김진이, 문유정, 권하얀, 김유진, 김새롬

석사과정

안용식, 이재혁, 이혜림, 조혜림, 양유진, 장윤식, 윤민지, 유은정, 문재우,
이지은, 강미정

▷ 이태진 교수님 연구실
보건대학원 221동 402호(02-880-2763)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08호(02-880-2769)
웹사이트
Post-Doc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태윤, 김보라미, 김선, 이혜재, 정채림, 장수현, 조자현, 손경복, 양동욱,
이보람
유승미, 박재경, 김지현, 양재영, 정세영, 김형민, 이화복, 박희영, 신예진,
이승훈, 조유정, 홍지수, 신자운

4. 최근 프로젝트
▷ 양봉민 교수님 연구실
1) 신약적정가치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012)
2)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2012)
3) Burden of illness studies for hypertension and subgorup in South Korea (2012)

4) 급성심부전에 대한 비용연구 (2013)
5)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경제성 분석 (2013)
6)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경제성 분석(2013)

▷ 이태진 교수님 연구실
1)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2011)
2) Economic evaluation of Linagliptin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n South
Korea (2011)
3) 2010년도 치매 노인 실태조사 (2011)
4) 브로낙 점안액 의약품 경제성 평가 연구 (2012)
5)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사용되는 Roflumilast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2012)
6) Burden of Herpers Zoster in population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 in Korea (2012)
7)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2012)
8)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정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연구(2013)
9)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당뇨병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2013)
10) 한국 의료패널조사 평가 및 발전방안(2013)
11) 제약산업 정책의 이해 교재개발(2013)

보건정치경제 연구실
1. 교수님 소개
권순만 교수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89
∙ 미국 Univ.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관리경제/정책분석), 1993
경력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Public Policy 조교수, 1993~1996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997~현재
∙ Harvard Univ.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객원교수, 2002.1~8
∙ London School of Economics 사회정책학과 객원교수, 2002~2003
∙ 독일 Bremen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2003.7~8
∙ 일본 Hosei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2004.1
∙ 캐나다 Toronto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2006.1~8
∙ BK 21 노인보건정책연구팀장, 2006~201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2010.5~2012.5, 원장, 2012.5~현재
∙ 현재, 노인장기요양학회 부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최근국제기구 자문
∙ WHO, World Bank, ADB, GIZ의 자문관으로 Algeria, Bhutan,
Cambodia, China, Fiji, Ghana, Indonesia, Iran, Kenya, Lao PDR,
Malaysia,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Philippines, Uganda, Vietnam 등 국가 건강보장정책 자문
외국 학술지 편집위원
∙

Social

Science

and

Medicine,

Law,

Health

Systems

in

Health

Economics

Transition

(HiT),

Policy

BMC

and

Health

Services Research, Ageing Research Reviews
연구분야: 보건의료정책, 보건경제, 보건재정, 개발도상국 보건제도/국
제보건개발, 비교제도, 노령화와 장기요양보장, 보건산업
연락처: 02-880-2721 (보건대학원 221동 426호)

kwons@snu.ac.kr

http://plaza.snu.ac.kr/~kwons

2. 연구실 소개
보건정치경제연구실(Political Economy of Health Systems and Policy)은 경제학과 정치학적 관점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정책을 연구합니다. 의사결정자의 합리적 선택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주로 강조하는 경제학은 우리에게 정책 분석에 필요한 매우 강력한 연구방법과
분석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회 현상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제반 현상은 의사결정자의 정
치적 동기와 행위 및 전략 나아가 주요 이해집단간의 권력자원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
니다. 따라서 보건정치경제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과 정치학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분
석하여 보건의료제도를 연구합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책을 좀 더 넓은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도 고찰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는 재원조달체계 (건강보험 체계에 관한 제반 분석), 공급체
계 (진료비지불제도, 의사와 병원의 행태), 제약과 보건의료산업, 인구고령화와 경제사회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조달, 의료이용, 건강수준에 있어서) 형평성,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괄하는
국가ㆍ체계간, 제도ㆍ정책의 비교연구 등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나누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보건정치ㆍ경제 분야와 보건의료관리에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Reading list중 2개
의 세미나(석사 1~2학기, 3~5학기)를 멘토(박사과정생)와 함께 매주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박사과정은 자신의 연구주제 관련해서 발표하고 박사과정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함께 토론
하는 식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연구실원 소개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11호 (02-880-2772)
보건대학원 221동 405호 (02-880-2766)

웹사이트

http://www.heamang.net

Post-Doc

정연, 전보영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경희, 김주혁, 윤진원, 김수정, 박연서, 한현진, 윤난희, 손창우, 박민정,
박지은, 김재원, Karlo Paredes
김태영, 김윤승, 김지연, 최호천, 김가연, 조희경, 유욱진, 구서정, 이진선,
김보경, 김지혜, 김이슬, 송수연, 이예슬, 이향, 하신혜,

조윤민, 문누미, 송인규

4. 최근 프로젝트
1) 건강보험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2011)
2)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2011)
3)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2011)
4) 장기요양급여비용 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2012)
5)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2012)
6) 신포괄수가제도 모형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7) 주요 국가의 약가결정 시스템 연구 (2012)
8)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
9) 협력국 수요기반 건강보험 ODA 사업모형 개발 (2013)
10) Health System development in Vietnam (2013)
11)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2013)
12) 가나 볼리비아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 중장기 초청연수 위탁운영 (2013)
13) Health System Review of Korea (2013-14)

보건사회학 연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건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실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소개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1. 교수님 소개
조병희 교수님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학사, 1977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석사, 1982
∙ Stanford University 사회학과 졸업, MA, 1984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과졸업, Ph.D., 1988
경력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89.3~2000.8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00.9~현재
∙ 한국보건사회학회 회장, 1997.5~2005.12
∙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회장
연구분야: 보건사회학, 의료전문직, 보건조직, 보건사회이론
저서: 위험사회, 위험정치. 2010
섹슈얼리티와 위험연구. 2008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2006
질병의 사회심리학 (번역서). 2004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2003
의료문제의 사회학. 1999
한국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1994
연락처: 02-880-2727 (보건대학원 221동 425호)

chob@snu.ac.kr

2. 연구실 소개
사회학이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구조적 원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명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때 건강이나 질병에 관련된 행위도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서 보건의
료 전반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예를 들면,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신념, 행위, 의료제도, 교육
등의 영역) 사회학적 틀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이 보건 사회학입니다. 즉 질병 발생의
사회적 원인, 의사-환자 관계, 정신건강의 보건사회학적 측면, 보건의료 조직, 보건의료 정책 등을
사회구조와 관련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보건사회학에서 주로 취급하는 분야는 의

료사회학의 이론,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행태, 사회역학,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적 연구, 질병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 조직, 의료전문직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사회학 연구실은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의미와 보건의료 정책의 사회적 영향, 보건의료 전
문직의 역할과 동학,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계, 사회적 요소의 건강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
습니다. 본 연구실에 속한 학생들의 학부시절 전공분야는 사회학, 철학, 영문학, 국제학, 아동가족
학, 보건경영, 보건행정, 보건교육, 보건영양, 약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등
다양합니다.

3. 연구실원 소개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04호 (02-880-2765)
보건대학원 221동 410호 (02-880-2771)

웹사이트
Post-Doc
박사과정
석사과정

민상희, 김길용, 장사랑, 장영애, 임은정, 김지은, 주정민, 이수경
오보람, 오현진, 김지학, 배상윤, 이선윤, 양준용, 김정우,
오로라, 김주희, 김경환, 김수환

4. 최근 프로젝트
1) 사업장 중심의 통합의학적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연구 (2009)
2) 지역사회 건강증진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및 조직 네트워크 조사 (2010)
3) HIV/AIDS 관련 행태조사체계 개발 (2011)
4)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5) 사회통합 국제비교 연구모형 개발 및 측정 (2012-2014)
6)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적용방안 (2012)
7) 대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 (2012)
8) MSM 대상 HIV/AIDS 관련 행태조사 및 체계 개발 (2012)
9)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증진을 위한 IEC/BCC 지원사업(2012)
10) 미얀마 1차 보건의료 체계강화 사업 형성조사(2014)
11) 질병관리본부 전국성의식 실태조사(2014)
12) 강서구 정신건강센터 지역사회 참여형 자살예방사업 사례연구(2014)

보건정책학 연구실
1. 교수님 소개
김창엽 교수님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4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198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1993
경력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1991-1993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1993-200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02~현재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2000~20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006~2008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회장, 2003~2011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2010~현재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2011~현재
∙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 2013~현재
연구분야: 보건의료정책, 비판건강정책, 건강보장, 건강불평등,
국제보건정책, 건강권과 건강정의
저서: 빈곤과 건강 (편저)
나는‘나쁜’장애인이고 싶다 (편저)
우리 안의 이분법 (공저)
미국의 의료보장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편저)
건강보장의 이론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제도
무상의료란 무엇인가(공저)
한국의 노숙인(공저)
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연락처: 02-880-2722 (보건대학원 221동 424호)

cykim@snu.ac.kr

http://www.cykim.pe.kr

2. 연구실 소개
보건정책학은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책 전반을 배우고 연구하는 분야로, 의, 약, 보건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응용과학으로서의 정책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철학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합니다.
보건정책학 연구실은 의, 약, 보건학 계열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배우고 연구하는 곳으로, 수료
후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연구소, 임상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
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은 심화된 이론과 원리를 익히고 유능한 독립적 연구자
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석사와 박사과정 중에는 이론 학습과 더불어 실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경험을 축
적하는 것을 추구하되, 복잡다단한 개별 정책을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 대상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
리와 핵심적인 분석기법을 학습, 훈련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합니다.

3. 연구실원 소개
보건대학원 221동 403호 (02-880-2764)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09호 (02-880-2770)
웹사이트

http://www.healthpolicy.ne.kr

Post-Doc
박사과정
석사과정

김광묘, 김보경, 김성이, 김소연, 김지연, 박유경, 박정희, 박현진, 서충원,
손수인, 손정인
김도경, 김영남, 박다민, 박행엽, 박혜진, 비말, 이종찬, 정여진, 조윤실,
하랑경, 한주성

4. 최근 프로젝트
1) 한국사회 불평등-건강과 보건의료 (2010~2012)
2) 네팔 건강보험도입 타당성조사와 예비사업 (2010~2012)
3) 공공보건의료와 시민참여 (2011~2012)
4) 국제보건 연구 활성화 방안(2011~2012)
5) 국제개발협력과 보건의료체계 강화 (2012)
6) 서울시민 의료이용 불평등 분석(2013)
7) Subnational health system in Mekong countries (2012-2013)
8) Role of WHO in high-income countries (2013)
9) PDP(Public, Democracy, Participation), 건강정의, HERG(Healthcare Equity Research Group) 모
임 진행(2012~계속)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구실
보건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 이론의 탐구와 실제 적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1. 교수님 소개
유승현 교수님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이학사, 1994
∙ 미국 Tulane University 보건교육·커뮤니케이션 보건학석사, 1997
∙ 미국 Tulane University 지역사회보건학 보건학박사, 2001
경력
∙ 미국 Tulane University 연구원, 2001.1~2001.5
∙ 미국 Tulane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연구원, 2001.5~2003.7
∙ 미국 Tulane University 객원연구조교수, 2002.12~2003.7
∙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연구조교수, 2003.8~2005.6
∙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조교수, 2005.7~2008.6
∙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객원교수, 2008.11~2009.1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조교수, 2008.8~2013.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부교수, 2013.3~현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이사, 학회지 편집위원 2009~201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편집위원장 2011~2012
∙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편집위원 2013~2014
∙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 2011~2014
∙ 서울시 여성건강네트워크 자문위원 2012~2013
연구분야: 지역사회보건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협력체 개발
건강증진, 참여형 연구, CBPR, 질적연구
연락처: 02-880-2725 (보건대학원 221동 318호)

syoo@snu.ac.kr

2. 연구실 소개
개인으로부터 대규모 단체와 지역에 이르는 다차원의 건강증진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이기 위해
서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수
요건이고, 이러한 협력관계가 성립, 유지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
근 건강증진 분야의 논점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스템 수립을 위
한 지역사회 역량 개발 및 강화, 참여형 연구, 개인-단체-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연관관계를 설명하

는 사회생태학 모델링,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다단계 건강증진 기획 과정 수행 등을 주
요 연구 주제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 및 평가 기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을 시도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매 학기 journal club과 book
review 형식의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최근 동향, intervention
studies, evaluation studies, coalitions and partnerships in community health, CBPR, 질적 연구방법
론, research design, 건강증진분야의 emerging theories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도 신경향의 Health Promotion, CBPR Methods, 건강증진분야의 질적 연구를 다루는 저널
세미나가 진행되고, 학생들의 관심주제에 대한 논문과 동향정보를 다루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문헌고찰,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등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지역사
회 건강증진 학생연구실로 연락 바랍니다.

3. 연구실원 소개
연구실 위치
웹사이트

보건대학원 221동 306호 (02-880-2749)
보건대학원 221동 310호 (02-880-2751)
http://plaza.snu.ac.kr/~chp

Post-Doc
박사과정
석사과정

곽민선, 김진희, 조원섭, 한윤정, 홍보경
강세린, 김보람, 김소라, 김은경, 오유라, 유지현, 이충형, 최수희, 김동하,
하은지, 홍지혜

4. 최근 프로젝트
1)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 과제 (2009)
2)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체계 모형개발 연구 (2009~2011)
3) 서울지역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협력모형 진단 연구 (2009~2011)
4) 여성결혼이민자 검진결과 분석 (2010, 2011, 2012)
5)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대상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의 과정 및 중장기 결과 평가 연구
(2010~2013)
6) 2011년 건강도시 양천구 추진 연구 (2011)
7) 건강도시 강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연구 (2011)
8) 2012년 두바퀴 건강학교 연구 (2012)
9) 정기건강검진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관련 건강증진 효과 (2012)
10) 지자체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지원 (2012~2013)
11) 서울시 여성건강 네트워크 지원 (2012~2013)
12) 혁신과 지자체 보건소 건강증진 시스템의 변화: 서울시 자치구 건강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3-2014)

보건서비스 및 노인보건 연구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서비스 및 노인보건 연구실(Health
Services Research & Gerontology Lab)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를 포함한 급속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스템, 그리고 그 성과 평가를 연구합니다.

1. 교수님 소개
김홍수 교수님
학력
∙ 서울대학교 간호학사, 1995
∙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 1998
∙ 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2001
∙ New York University, 박사(노인보건간호시스템), 2006
경력
∙ NYU, College of Nursing, 조교수, 2006~2009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2009.9~2012.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2012.3~현재
∙ 한국노년학회 이사, 2010~201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발전포럼 위원, 2010~2012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사, 2012~현재
∙ 한국장기요양학회 학술이사, 2013~현재
∙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이사, 2014~현재
∙ HelpAge Korea, International Program Scientific Advisor, 2012~현재
∙ interRAI(국제RAI연구회), Associate Fellow, 2011~현재
∙ I MECCHI(국제보건정보연구방법개발네트웍) member, 2011~현재
연구분야: Health Services, Systems and Outcomes Research,
Health and Aging, Long-term and Chronic Care Policy,
Technology and Innovati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연락처: 02-880-2723 (보건대학원 221동 317호)

hk65@snu.ac.kr

2. 연구실 소개
본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크게 보건서비스연구(Health Services Research: HSR)와 노인보건
(Health & Aging) 두 가지입니다. 보건서비스연구는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이용, 질과 비용, 건강
성과와 안녕에 대한 탐구로, 가장 효과적인 보건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평
가함으로써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연구의 단위는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 또는 인구집단
이 됩니다. 노인보건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고령화를 연구하는 분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

서 노인을 비롯해 만성/복합적 건강문제나 장애를 가진 인구집단의 건강, 기능상태, 삶의 질 향상
에 목표를 둔 보건복지 정책과 전달체계를 연구합니다. 주요 연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
인 및 만성건강문제를 가진 인구의 건강/삶의 질 결정 요인과 보건의료 이용; 통합적 노인보건복
지체계;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인력정책; 고령화와 보건산업;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연구실 세미나는 보건 서비스/시스템 연구와 노인보건 연구의 두 가지 영역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성과 연구 방법론, 고령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보건의료의 질, 노인보건; 보건 정책관리 분야의 고전 강독; Aging,
non-communicable disease, & health system reform 관련 보고서와 학술 논문들 리뷰. 학기 중에
는 위의 두 연구 영역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들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하여 발제하고 토의합니다.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 주제
의 선정부터 문헌 고찰, 자료 분석, 논문 작성까지 실제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연구실원 소개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305호 (02-880-2748)
보건대학원 221동 309호 (02-880-2750)

웹사이트
Post-Doc
박사과정
석사과정

정영일, 김명화, 성문희, 이세윤
김수은, 윤소영, 강새봄, 박영신, 한숙정, 김소운, 유아름, 임은옥, 김도연,
경민정

4. 최근 프로젝트 (책임/공동)
1) 과학적 포괄기능평가에 기반한 고위험군 시니어를 위한 웰니스・건강지원서비스모델 개발
(2013~2016)
2) 한국 노인의 인지적 비축 및 치매 위험 매개요인 연구 (2013-2014)
3) 노령인구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연구 (2012-2015)
4) 생애과정과 건강결정요인: 다학제적 접근 (2013-2014)
5) 의학적 치료를 받은 노인의 낙상 발생 양상 및 낙상 후 결과에 따른 의료비 지출 (2013-2014)
6)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2013)
7) 대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 연구 (2012)
8) 노인장기요양 욕구 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2012)
9) 장기요양자 표준평가도구 및 표준건강성과정보군 개발에 관한 연구 (2010-2013)
10)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2011)
11) 일반질지표 평가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1)
12)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2011)
1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노인증후군 유병 (2009-2011)
11) National study to track career changes in newly licensed nurses
12) Hospital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quality of acute geriatric care

보건조직과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실
안녕하세요. 보건조직과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실입니다. 먼저 보건대학원에 입학하신 것 축하
드려요. 저희 보건조직과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실은 연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조
직과 건강위험, 그리고 건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 소개
유명순 교수님
학력
∙ 서울대학교, 간호학사, 1994
∙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1997
∙ 서울대학교, 보건학 박사(수료), 2000
∙ 미국 UC Berkeley, 보건학 박사(조직), 2008
경력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2010.8~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 조교수, 2009.3~2010.7
∙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2014.2~
∙ <보건행정학회> 이사, 2013.1~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 관련 Task Force,
2011.9~2012.2
∙ <대한병원협회> 의료정책 자문교수, 2013.5~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2014.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2013.10~

∙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 2013.7~
∙ 서울시립병원 평가위원, 2012.9~
연구분야: 조직: 보건의료 조직행동과 효과성, 책무성과 거버넌스
건강위험: 위험인식, 커뮤니케이션, 헬스 리터러시
연락처: 02-880-2774 (보건대학원 221동 422호)

msyou@snu.ac.kr

2. 연구실 소개
저희 연구실은 크게 ‘보건의료 조직’과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두 영역(specialty track)을
다룹니다.
1. 보건의료 조직 및 관리(Study on Health Care Organization & Management)
이 주제를 선택하는 연구생들은 우선 조직과 조직 행동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조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배웁니다. (1) 보건의료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경제적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조직의 대응, (2) 보건의료 조직들의 관계망(關係
網), (3) 조직의 구조, 기술, 전략과 성과, (4) 조직 문화와 조직 커뮤니케이션, (5) 조직 냉소주의,
침묵, 갈등 및 기타 집단 역학(group dynamics), (6) 의료 전문직의 직무 태도(동기와 만족) 등이
예로 들 수 있는 세부 연구 주제입니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조직을 “책무성과 거버넌스”의 측
면에서 접근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도 최근 저희 연구
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2. 건강 커뮤니케이션(Research on Health Communication)
이 주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주로 건강과 소통의 측면에서 다루게 됩니다.
공포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전대미문의 신종 전염병에서부터 암과 같은 만성 건강 위험, 혹은 석
면 등의 위해물질과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삼아 개인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지, 이러한 위험 인식은 위험 대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서 보다 성숙한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기본 동기이자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위험 가치관과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의 문제와 일반 국민들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헬스 리터러시) 문제도 저희 연구실
이 주목하는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매 방학마다 조직학과 건강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관련 분야의 책 또는 연구
논문을 선정,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함께 참석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조직의 경우 제도이론과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조직이론, 책무성, 거버넌스 등 조직이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헬스 리터러시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관련 연구논문 리뷰 및 위험인
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연구실원 소개
연구실 위치

보건대학원 221동 406호 (02-880-2774)
보건대학원 221동 412호 (02-880-2773)

웹사이트
Post-Doc
박사과정

손희정, 윤혜정

석사과정

손효정, 김민경, 정다은, 정다솔, 민제하

4. 최근 프로젝트
1) 의약품 관련 위해 정보에 대한 ‘핵심정보’(Gist) 중심의 전달전략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2014)
2)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계측 및 컨설팅 연구(보건복지부, 2013-2014)
3) 유해물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이원화 방안 – 초과민 반응 위해정보와 대중적 무관심 위해
정보 소통 심층 비교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침묵(한국연구재단, 2013)
5) 보건의료정책 최고위자 교육과정(서울시, 2013)

6)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및 공공의료 수행 방안(보건복지부. 2013)
7) 한국 병원의 거버넌스와 책무성(아산사회복지재단, 2012)
8) 사회통합 국제비교 연구모형 개발 및 측정(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SSK, 2012)
9) 실험 연구결과의 위해 소통 기법 개발 연구(한국연구재단, 2012)
10)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서울시, 2012)
11)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책무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