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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학회장

을 맡았던 서울의대 강영호입니다.  

 

2018년도 학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두 가

지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를 학회 홈

페이지 인사말에 적었습니다. 하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정책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

었습니다. 건강 형평성을 앞세워 실천하는 조직이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학회에 부여된 사회적 역

할은 학술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실천 영역에도 있

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 학술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후속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 했는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2018

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회는 ‘6·13 지방선거 건강 불평등 정책의제화 활동’을 제기하고 학

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활동 공간을 만든 바 있습니다. 건강격차 프로파일을 만

들어 배포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에 학회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건강 불평등 문제가 조명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건

강 불평등이 주요 정책 아젠다가 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자평합니다. 

 

6·13 지방선거 정책의제화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건강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임

을 만드는 등, 지방에서의 건강 불평등 관련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지방

의 학술역량이 강화되고 학문후속세대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

습니다. 학회 운영에 젊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2019년 

봄 학술대회에 신진 연구자들이 나서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지만, 지방에서 학술행사를 개최

하겠다는 평소 생각은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마이클 마멋을 비롯한 여러 외국 연자를 모시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이 

진행했던 ‘Asia-Pacific Conference on Health Equity and SDG’, ‘새로운 시대, 건강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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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제의 전망과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견’을 주제로 했던 2019년 봄 학술대회, ‘평화와 건강 

정의’를 주제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개최하였던 

2019년 가을학술대회도 나름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회의 운영을 위해 세 분의 위원장(정최경희, 김명희, 박진욱)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그리

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전공의와 대학원생(장영수, 정유지, 강희연)이 간사로서 많은 역

할을 하였습니다. 학회장으로서 특별히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 글에서 제가 특

별히 언급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2년 간 학회 활동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분

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김명희 박사를 차기 학회장으로 학회 활동을 인계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

회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학회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명희 박사께서 좋은 팀을 만들어 

학회의 역할을 확장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데에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학회장 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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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회장 인사: 차기 학회장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학회 회원들께 처음으로 공식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한국

건강형평성학회 운영을 맡게 된 시민

건강연구소 김명희입니다.  

 

2003년 학회를 만들고 첫 학술대

회를 준비하며 좌충우돌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0년을 내다보

게 되었습니다. 말단 실무자에서 학회

장이라니 뭔가 샐러리맨 성공 신화의 

드라마 같지만, '성공'을 이야기하기에

는 우리 학회 그리고 건강형평성 연구가 처한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건강형평성 혹은 건강불평등 연구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이제 더이상 우리 학회만의 고유

한 의제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학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운동이 그렇듯 원래의 목적 달성은 존재이유의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중대한 도전은, 최근 20여 년 동안 건강불평등에 대한 학술논문의 급증이 과연 현실

의 건강불평등 문제와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관련된 정책은 좀처럼 눈에 띄

지않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도 관

용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은 건강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구

자들의 좋은 탐구재료가 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연구실 문턱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데 아직 충분히 제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해 동안, 기존의 여러 학회들 속에서 새롭게 한국건강형평성학회를 만들었던 초기

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건강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근거기반을 확대하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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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강화하는 일에 학회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차별, 혐

오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분석하고 연대하는 활동에 좀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역사가 짧지만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커

다란 자산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성별, 나이, 출신 학교와 전공,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

르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차기 학회장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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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 

김명희 저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얼마 전 화제가 됐던 페미니즘 영화를 언제 한번 봐야

지 하고 미뤄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읽어야지 하

고, 책상 위에 한참 장식해 뒀던 페미니즘 책이 있었다. 미

뤄뒀던 그 책,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을 마침내 읽었

다. 

 

뇌, 털, 눈, 피부, 목소리, 어깨, 유방, 심장, 비만, 자궁, 

생리, 다리, 목숨. 이 책의 차례다. 각각에 대한 젠더 고정

관념과 규율, 억압을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근거와 함께 명

확한 언어로 짚어준다. 국가와 시장, 사회가 어떻게 물 샐 

틈 없이 촘촘하게 여성의 신체를 관리하는지 보여준다. 저

자가 에필로그에 남긴 내용을 읽어보면 감이 올 것 같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머리카락은 길고 털은 짧아야지, 그 반대가 되었다가는 꼴불견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유방,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여성생식기의 청결 기준은 국가가 마련해 준

다. 만일 사회의 미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성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보형물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신경 절단 때문에 못 걷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만, 이는 전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원시적 가부장제를 벗어나는가 싶

으니, 이제 의료화와 상품화가 여성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p.207)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을 살펴보며 사소하고, 익숙해서 당연한 것들로 치

부되는 관습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간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평소에 너무 당연해서 생각

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거슬리기 시작한다. 예컨대 결혼식장에서 ‘요즘은 주례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벌써 5분째 늘어놓는 중년 남성의 주례를 들으면서, ‘왜 주례는 

거의 남자들이 하는걸까’ 생각이 들고, 스포츠 경기 중간중간 화면에 비추어지는 치어리더를 보

며 ‘왜 꼭 여자는 치어리더, 남자는 응원단장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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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를테면, ‘눈’에 대

해 이야기 하면서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로서 남녀 권력 차이를 지적한다. ‘다리’를 이야

기 하면서 한국 여성 노동 운동의 역사적 순간을 되새긴다. 생리 이야기로 시작해 젠더 불평등

이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 생산의 국제 분업 체계와 교차되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 책은 건강불평등 연구자들이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몸’을 중심으

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불평등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남자들을 비롯해 평소 젠

더 불평등을 잘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좋을 것 같다. 젠더 차별적 억압과 그 결과를 

언어와 숫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하도록 해주면서도, 유쾌한 문체와 풍자 덕분에 술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대중서가 갖춰야 할 덕목이 유익한 정보와 재미라면 그 덕목을 두루 갖

춘 셈이다. 

 

젠더 불평등 문제를 다룬 책을 단순히 정보와 통찰, 재미가 있는 책이라 결론지을 수는 없

다. 저자는 해괴망측한 사례와 통계로 심각한 젠더 차별적인 현실을 드러낸 후, 문제 개선을 위

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젠더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비

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이 책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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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Societies: Health Equity and Dignified 

Lives』  

Commission of the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on 

Equity and Health Inequalities in the Americas    

 
조성식/동아대학교 의과대학 

    

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북

미와 남미지역의 WHO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

으로 본부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다. PAHO는 금년 

9월에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간 건강불평등과 각 국가내

의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기술하고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8년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 보고서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동시에 남북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와 특성과 

반영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면서 매우 부자인 나라부터 아이티 같이 작고 가난한 

나라까지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이 같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을 줄이

자는 보고서는 단지 의무감을 천명하는 것일 수 도 있겠지만, 현재 아메리카 지역의 건강불평

등의 문제를 국가간 격차와 각 국내의 격차 모두를 언급하면서 건강불평들을 줄이기 위한 남북

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권고 안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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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안은 아래와 같다. 

 

권고 1.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구조에서 형평 달성  

(Achieving equity in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structures) 

권고 2. 자연 환경 보호, 기후 변화의 악영향의 완화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mitigating climate change) 

권고 3. 지속되는 식민주의에 영향에 의한 건강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회복  

(Recognize and reverse the health equity impacts of ongoing colonialism) 

권고 4. 생의 시작부터의 형평: 생의 초기와 교육(Equity from the start: early life and education) 

권고 5.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권고 6. 노인기의 존엄성 있는 삶 (Dignified life at older ages) 

권고 7. 소득과 사회 보호 (Income and social protection) 

권고 8. 폭력 감소 (Reducing violence for health equity) 

권고 9. 환경 및 주거 여건 개선 (Improving environment and housing conditions) 

권고 10. 공정한 건강보장 시스템 (Equitable health systems) 

권고 11. 건강 형평성을 위한 정부내의 거버넌스 권고(Governance arrangements for health equity) 

권고 12. 인권 보장 (Fulfill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권고안 많은 내용은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 있다. 건강불평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에서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의 기

저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만드는 

권고들이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 같은 권고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보

고서에는 잘 언급하지 않았던 식민주의 해로운 영향과 인종주의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지

적하였고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

하는  인간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 온

난화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과제는 국가간 격차이던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격차이던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게다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대에는 더욱 더 어려운 과제이

다. 하지만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 불평등의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불

평등의 정교한 발생 기전을 파악하고, 근거 있는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건강 불평등의 수준을 확인

하고, 건강불평등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메리카 지역의 건

강 형평성 연구자들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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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 

엘리자베스 A. 시걸 저 

 
이숙현/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책의 제목인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과 구별되는

데,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

인 ‘정서적 반응’, ‘정서에 대한 정신적 이해’, ‘자신과 타

인에 대한 인식’, ‘관점 수용’ 그리고 ‘정서조절’을 균형적

으로 발달시킨 이후에 사회적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 공감은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서 공감인 정서

적 반응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과 관점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적 사고체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타자를 향

한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명료한 자아의식과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개인적 공감을 이루는 주요

한 요인이다.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을 이루는 5가지 구성요소에 더불어 ‘맥락에 대한 이해’와 ‘거시

적 관점 수용’의 발전도 필요하다. 맥락에 대한 이해와 거시적 관점 수용은 사회적 연결을 증가

시키고 고정관념을 감소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과 현재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집단이 경험했던 장애물과 도전이 특히 중요하다. 가령, 현

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노예제 경험이 현재 그들이 미국 사회를 바

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한다. 이처럼 타인을 알아가기 위

해서는 열정과 호기심이 요구된다.  

 

사회적 공감이란 책은 공감을 정치적 관점에서도 설명하는데, 권력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기

술이 해당 부분을 차지한다. 권력은 관점 수용을 방해해 공감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러 연

구들에서 뒷받침되었는데 이를 설명하는 기제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권력자는 자신의 필

요와 욕구를 보다 자유롭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대담함은 그들이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옮길 때에, 망설임

이 공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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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권력자들의 경우 살아가기 위해 윗사람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시민

들과 달리,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보다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공감

을 방해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지만, 책에서는 권력이 공감을 필

연적으로 결핍시키는 원인은 아니며, 다르게 행동하는 권력자의 사례도 많음을 강조한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작성한 <담대한 희망>에서 공감이 ‘나의 도덕 코드의 핵심’이라고 지칭

하며 공감이 연민이나 자선행위 이상이라고 강조해, 공감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강력히 보여

주었다.  

 

책에서는 공감을 생리학적으로도 설명하여, 공감에 상응하는 뇌 영역을 서술하고 스트레스

나 어릴 적 겪은 학대나 방임이 생체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감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령, 책에서는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가 ‘정서적 반응’에 관여

하며, ‘관점 수용’에는 정서에 대한 정신적 이해에 해당하는 뇌 영역과 뇌 중앙의 여러 부분을 

잇는 슬측 전대상피질이 작용함을 서술하였다. 공감능력에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조절’능력도 요구되는데 감정조절에는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대상피질, 자

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에 사용하는 내측 전전두엽피질과 정서에 대한 정신적 이해에 사용되는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을 각각 공유한다. 

 

책은 마지막 장에서 공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정책결정

자의 공감 능력은 더 나은 사회정책을 만들어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가령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일 퇴직수당, 장애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없다면 빈곤율은 13.5%에서 20.5%로 늘어난다. 정책결정자가 공감능력이 없다면, 공

감이 낳은 시민운동이 정책결정자의 공감능력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공감이 낳은 시민운동에

는 미투가 해당되는데 힘이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권력자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 뿐 

아니라 거시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입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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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술대회   
 

가. 춘계 학술대회  
 
 
 
 
 
 
 
 
 
 

 

 

1. 프로그램 
 

일시: 2019년 5월 3일(금)10:00 ~ 18: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2019년 봄 학술대회는 '새로운 시대, 건강불평등 문제의 전망과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전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송기원 교수와 경희대학교 김재인 학술연구

교수를 모시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동향을 들어보고, 이것이 향후 인권, 불평등, 

윤리, 나아가 건강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자

리를 마련했다. 오후에는 건강권,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주제로 삼아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자들을 모시고,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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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계 학술대회 모습 
     

 

▶ 송기원 교수님이 “포스트 게놈 시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재인 교수님이 “인공지능의 현재와 편향 데이터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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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롬 선생님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참여는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포스터 발표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19.12(제 21 호)  

 

- 14 - 

 

  

 

 

3. 춘계 학술대회 참석 소감: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견   
 

 

최홍조/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학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건강불평등 문제의 전망과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견”. 올해 

봄 학술대회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저도 ‘새로운 연구자’

이면서 ‘건강형평성’ 연구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온 연락은 없습니다.  

 

학술대회 포스터의 새로운 연구자들을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는 분

들의 주제도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모두 작년이나 올해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주제도 도

전적이었습니다. 기성(?) 연구자들이 대도시의 건강마을 만들기를 소개해 왔다면, 새로운 연구자는 쇠락

해가는 중소도시의 건강마을을 연구에 담았습니다. 물론, 60이 훌쩍 넘은 여성들의 참여를 다룬다는 점

은 더 도전적입니다. 불안정 노동의 건강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진 분야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성은 서로 반대말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졌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이 둘을 합쳐 새로

이 형성된 유연안정성이라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학회 포스터에는 그 새로운 개념의 건강영향을 들여다본 연구자도 있습니다. 미충족의료는 한 문

항으로 측정하더라도 쉽게 결과변수로 쓰입니다. 미충족의료라는 개념이 건강불평등 연구에 등장한 지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개념의 확장 혹은 다차원으로의 분해를 시도한 연구자는 흔치 않습니다. 미충족

의료의 개념을 다시 곱씹은 연구도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연구자는 쉽게 한 문항으로 측

정한 미충족의료를 결과변수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건강불평등 연구가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합니다. 사회적 요인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인과성의 

방향은 이 동네에서 주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그 반대의 인과성이 존

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드물었습니다. 건강충격이 다시 빈

곤화에 기여하는 인과성을 추론한 연구도 포스터에 담겼습니다. 다른 주제도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포

스터를 보면서 그 주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연구자를 볼 수 있다

는 것만으로 설레는 포스터입니다.  

 

주제의 참신함과 도전적 열정만으로도 제가 왜 포함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기성(?)연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공유하는 감성도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위치가, 소득불평등이, 

차별과 낙인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의 집합만으

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불평등이 모두에게서 하나의 효과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

다. 지리적 맥락이 그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작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효과는 다르고, 한국에 사는 사람과 북유럽에 사는 사람에게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있는 국가에 살고 

있지만,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원인에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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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달성을 위한 여정이 쉽지 않은 이유도 같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세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때로는 

현장으로 다가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의 폭력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다시 말해, 옛

(?) 감성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변화시키기에 큰 힘이 안됩니다. 

 

5월 3일, 학회장에 갔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성(?) 연구자들은 학회 운영진을 제

외하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녀가 많이 오지 않으리라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자들

이 낙담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듣고 더 많은 박수를 치리라 다짐했습니다. 질문하나 받지 못하고 발표장

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기우였습니다. 날 선 비판과 관점의 차이가 대립하는 학술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자를 맞이하는 더 많은 새로운 연구자들이 학회장에 자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 새로울 것 없는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를 강요받고 있던 청중들은 발표에 공감하고, 

본인의 고민을 토로하고, 때로는 격앙된 감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2-3년 뒤 다시 이 

자리에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하리라 예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학회의 첫 발표장이었고, 더 많은 누

군가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학위과정의 어려움을 나누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전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제게 첫 발표의 기회를 주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주

었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선배 연구자들이 서로 논쟁하던 모습도 선명히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학회는 기성 연구자들이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때로는 정

세적 주제를 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봄 학술대회는 학회의 새로운 기능

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건강불평등 연구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이런 자

리는 정기적으로 마련해도 좋겠습니다. 그 날 만큼은 학위논문 발표장과 같은 긴장감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고 그 지식이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하면 좋겠습니

다. 그때마다, 저는 아마도 더 많이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박수치고, 더 많이 힐링 받을 준비도 

해야겠습니다. 올해 봄 학술대회를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그 날의 마음의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

습니다. 다음에는 꼭 오시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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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계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소감  
 

 

강상호 기념상   

사회적 박탈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민재/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사회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건강형평성 학회에서 의미 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2018

년에 다시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저의 자살관련 연구는 석사과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살사망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연관

성을 다룬 연구였으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건강불평등 연구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WHO의 Closing 

the Gap이라는 보고서와 함께 접하면서 더욱 불평등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로 자살과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나타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관계로 나타난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울 및 정신질환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 우울을 이르게 한 원인을 어디에 있

는가 입니다. 결국 원인의 원인을 파악하면, 개인이 처한 환경 및 사회에 정책 및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는데 사회적 자본 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

라도 상호간의 신뢰와 도우려는 호혜성이 있다면 보호효과로 작용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녹이려고 하였지만 이번에 발표한 연구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자살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의 한계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앞으로 연구할 분야가 많고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제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어 영광이지만 한 편으로는 항상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연구와 학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버드 대학교 낸시 크리거 교수님의 말씀처럼 질병의 원인을 거미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거미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형평성 및 불평등의 연구는 원인을 파악하

는 것에 넘어서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를 위해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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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동 기념상  

버스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인식:  

초점집단토의를 활용한 질적 연구 

표지희/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생 표지희

입니다. 먼저 제 연구에 대한 김점동 기념상 수상과 더불어 소감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원이 되기 전 오산대학교 호텔조리학,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일반을 전공하여 요리를 

수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요리심리상담사(Food therapy)’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연구로

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점이 몹시 설레어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버스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인식: 초점집단토의를 활용한 질적 연구’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제 가치관에 부합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모두에게 조금 더 편리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관리는 할 수 없는 열악한 근

무환경에서 일하시는 버스노동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하

는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버스노동자분들의 건강관리를 해드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버스노동자분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연

구였습니다.  

 

제 첫 연구이자 학위논문인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의료소송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의 참여자분들

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할 테니, 연구참여

자분들께서는 가족을 잃고 삶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힘을 내시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가장 약한 자가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김점동 기념상 수상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끝으로 옥민수 교수님, 이미나 연구원 및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자로

서 바른 길을 걷도록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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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계 학술대회  
 

 

 

 

 

 

 

 

 

 

 

 

 

1.  프로그램 
 

일시: 2019.11.29.(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2019년 추계 학술대회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및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공

동 주최로, '평화와 건강 정의(Peace and Health Justice)'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

은 19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PNW(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초대의장을 역임한 틸만 러프 멜버른대 교

수를 모시고 "평화군축 시대의 건강정의"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전쟁과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위기"를 주제로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 예일대 교수의 발표도 

진행되었다. 운니 교수는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회’ 전임 의장을 역

임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연구자들이 전쟁과 젠더, 남북한의 건강 상태와 평화 시대의 

연구과제, 한국 원폭피해자의 건강문제 현황과 도전과제, 난민 건강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등 풍성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초래하는 

건강 피해의 불평등과 건강정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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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 학술대회 모습 

 
▶ 틸만 러프 교수님이 ‘평화군축시대에 건강정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 교수님이 “전쟁, 폭력, 그리고 건강 피해의 불평등”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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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하 교수님이 ‘여성, 전쟁의 침묵을 깨다 – 전쟁과 젠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세션 Ⅱ] 정의로운 이행을 찾아서 - 왼쪽에서부터 강영호 교수님, 정연 부연구위원, 김영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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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o를 통해 들어왔던 실시간 질문과 의견들 

 

▶ 발표자와 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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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 학술대회 참석 소감   
 

조연재/동아대 간호학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평화와 건강 정의’였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전쟁, 핵무기, 미사일 

등의 용어들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어느 샌가 그 어마 무시함을 덤덤하게 인지하고 있는 나 자

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전쟁과 핵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접하였고, 인류

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인간의 무모함과 무책임함에 경멸감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를 얼마나 밀접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마침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에 평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며, 그 추

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일상과 연구 수준에 맞추었을까 궁금했다. 틸만 러프 선생의 기조 강연으

로 핵무기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재앙을 실감할 수 있었고,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 선생의 

강연으로 전쟁과 정치적 갈등 상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어 

이임하 선생은 전쟁 경험을 여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쟁, 건강, 젠더의 다양한 관

점으로 평화와 건강정의를 고민하게 하는 뜻 깊은 학술대회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영호 선생이 남북한 건강상태를 비교하며 평화체제에 대한 보건의료

영역의 연구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정연 선생이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

자의 건강문제 현황과 도전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선생의 난민의 건강

문제 사례 공유를 통한 한국사회의 현 대응방식 문제점 고찰이 이루어졌다. 인류와 환경, 정치

와 젠더, 남북한 사례, 원폭피해 사례, 난민 사례까지 여러 층위의 문제들을 잘 아울러 평화와 건

강 정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근래 보기 드문 훌륭한 학술대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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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계 학술대회 환영사 

  

반전·반핵·평화운동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일어난 이라크전쟁 시기에 반전평화운동의 하나로 “이라크 어린이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

을” 이라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의 캠페인으로 4주만에 6억 원을 모아 

이라크에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운동은 김선일 씨의 납치로 촉발된 거리시위와 함께 한국

에서의 대중적 반전운동이 시작되는데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의료지원팀으로 2003

년 5월 아직 총성이 멎지 않은 이라크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은 모습을 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까봐 걱

정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94%가 “예” 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까 봐 걱정을 한다”

는 대답이 93% 였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의료인들이라고 밝히고 교장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냐고 물었을 때 의료인이라고 밝혔음에도 교장 선생님이 “깨끗한 물, 안전한 집, 식량(clean 

water, safe house, food)”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서 자리에 있던 모두가 씁쓸하게 웃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전쟁은 기간시설부터 파괴하기 때문에 이라크에는 그 이전 경제봉쇄

(economic sanction) 때부터 잘 작동하지 않던 생활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수도시설, 집, 

석유나 가스 공급망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가장 많은 환자들이 조리용으로 아무거나 태우다

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일 만큼 아무것도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주택들이 다 파괴되어 있었습

니다. 건강의 결정요인이 의약품이나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너

무도 명백했습니다. 전쟁은 건강이나 생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10년간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

의 경제봉쇄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속에서도 미국은 북

한에 대해 경제봉쇄를 계속했고 남측 정부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보낸 쌀 포

탄 되어 돌아온다” 는 구호 아래 북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방해하고 법적으로도 이를 불허했습

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단체를 포함한 진보적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북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캠페인을 97년부터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중적 북 돕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북쪽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의약품도 좋지만 콩기름이 필요하다” 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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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북의 어린이들은 의약품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90년대 말

부터 2000년대 까지의 이른바 북쪽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의 북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이었던 지금 북의 청년세대는 남측 젊은이들과 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군사적 갈등과 경제봉쇄는 곧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죽음의 행렬 뒤에 북의 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낳습니다. 저는 북의 정

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는 미국 경제봉쇄의 산물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 후 8월에 한국의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후쿠시

마 현에 갔습니다. 방사선 계측기는 계속 기준치를 넘어 삑삑대며 몇 배나 높이 올라가는데 아

무런 위험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신칸센 후쿠시마 역에는 “일본 동북부를 살리자” 라는 깃발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방사능은 냄새도 색깔도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

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한국의 반핵의사회가 만들어졌지요. 핵발전소는 사실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생산공장이기도 합니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운동은 반핵평화운동의 중요

한 일부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난민문제도 다룹니다. 오늘날 전 세계 7,000만명의 난민들은 바로 전

쟁과 지역적 군사적 갈등이 불러온 난민들입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계기가 된 중동건설 

붐은 사실 그 지역 독재정권과의 협력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도 중동지역의 난민문제에 책

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난민들의 고통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그리하여 난

민인정율 꼴찌를 일본과 다투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른바 ‘난민쇄국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

다. 

 

오늘 <평화와 건강정의>를 주제로 한 한국건강형평성학회를 위해 외국에서 두 저명한 분들

이 오시고 또 국내의 여러 학자분들과 활동가분들이 이 주제로 논의를 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

끼며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동아시아에 현재 높아져 가

는 미중간, 한미일 삼각 동맹과 –중러북한 간 또 하나의 삼각동맹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북돋우며, 또 이 지역 민중들, 나아가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19년 11월 29일 인의협이 공동주최한 건강형평성학회 <평화와 건강정의> 환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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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원 동향  
 

가.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센터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이후 연구소)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는 2019년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부터 연구소는 여성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페미니즘의 의

제들에 발맞춰 학습에 내내 열심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

회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도 연대단체로 이름을 올렸습니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겨울이 되니, 자연스레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지식이 

갈급해졌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진보적 지식을 지향하는 우리는 재생산 건강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

떤 말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기획한 임신중지 세미나에서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와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를 공부하고,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구소에서는 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

민건강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지원한 포닥 펀딩 당첨이 되면서 얼렁뚱땅 시민건강연구소에 젠더와

건강연구센터 상근 근무자가 되었지요.  

 

2019년은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가 보건의료와 건강 영역에서 구조이자 기제로 작동하는 젠더

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회원 총회

에서 센터 개소를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건강, 섹슈얼리티와 건강도 가능한데 어째서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인지를 묻는 회원 한 분의 질문에 그 때는 대강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설

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연구의 대상(object)으로 “여성”이나 생물학적 의미에서 “성(sex)”이 아니

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매개해 발생하는 권력구조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평등과 차별에 주목하

자는 의미에서 <젠더와 건강>이라는 이름이 적합해 보인다구요.  

 

봄에는 첫 번째 젠더와 건강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일요일 오후마다 연구소에 열 명도 넘

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모여앉아 보건의료에서 페미니즘의 이론과 개념들을 설명하는 Kay Aranda

의 책을 읽었습니다. 가을에는 연구소 회원이 직접 이끄는 <젠더건강소모임>을 꾸렸고, 페미니즘 

고전과 돌봄과 젠더를 공부하는 자발적 공동학습모임 두 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홍

대에서 열었던 <젠더건강살롱>에서는 여성 건강 문제를 이끌어 오셨던 세 분의 연구자와 젠더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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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연구센터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여성 건강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

이었는지, 앞으로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풀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일지에 대

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 년은 젠더라는 렌즈로 건강을 바라보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는 기

간이기도 했습니다.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에서 기획한 여러 학습 모임이 성황을 이루었던 것은 물

론, 자발적 학습 모임을 계기로 연구소에 새로운 회원들이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공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었죠. 시민건강연구소 외부에서도 젠더와 건강 연구센

터의 시작을 반기며 함께 공부할 주제와 활동을 연구소에 제안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연구소

가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연대단체로 가입한 민

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로부터 권유받아 방콕에서 열린 

베이징 선언 25주년을 준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포럼과 연이어 열린 UNESCAP 베이

징+25 이행점검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가하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230여 개 시민사회조직에서 온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마디 나

누지 않아도 금방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공동이 경험하는 억압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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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방식으로 대응했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사흘 내내 이어졌습니다. 실망스러운 합의문

을 도출한 정부들을 향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과 보건의료영역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지식과 운동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상병과 사망이라는 이분법에서 건강의 의미를 되찾아 오고, 말을 할 언어가 없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해 정책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페미니즘의 실천적인 동시

에 정치를 절대로 잊지 않는 세계관은 유효하고 적확할 겁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 건강 연구

센터는 HealthForAll의 ‘모두(all)’가 온전히 평등하게 건강을 보장받아야 할 서로 다른 젠더의 사

람들을 포용하는 개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여러 회원께서도, 

함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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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불평등 집중 조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  

 

 

 최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이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과제

로 한국의 인구집단 간, 지역 간 건강불평등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도에는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뤄지지 않

은 아동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기는 전체 생애주기 중 사망, 질병 발생이 적은 시기에 해당하지만 

이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사회적·정책적 개입은 이후 일생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서부터 공정한 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는 구별되는 아동기 건

강불평등 발생 기전을 탐색하고,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아동기 건강을 다루고 있는 국내 계획. 정책에 대해 형평적 관점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총괄 연구책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동진 연구위원과 정연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맡았

으며,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개발은 시민건강연구소의 김명희 센터장, 서상희 연구원,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동진 연구위원, 정연 부연구위

원, 최지희 전문연구원, 배정은 연구원, 아동기 건강불평등 관련 정책 평가는 이화여대 정최경희 교

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인 하랑경이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매달 연구진 회의를 정례

적으로 개최해 세 개 연구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은 WHO 조기아동발달 통합환경사정모델(TEAM-ECD), 

Bronfenbrenner(1979, 1995)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Elder의 생애이론, Chaos 모델(Kamp 

Dust C. M. et al., 2013), Viner. et al.(2012)의 모델과 더불어 아동기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였다. ①아동의 건강과 발달이 아동을 둘러싼 여

러 체계의 다층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점, ②아동의 건강행태와 사회심리적 요인, 신체적·정신

적 건강과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축적과 이행을 거쳐 이후의 사회적 박탈과 배제, 가정·학교·

지역사회 속에서의 자원 수준을 결정하는 선행 요인임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19.12(제 21 호)  

 

- 29 -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은 지난 3년간의 연구에서 개념화한 건강불평등 모니터

링 지표 체계와 WHO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WHO 조기아동발달 통합환경사정모델(TEAM-

ECD) 등을 참고하였고, 이번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과도 연계해 분류체계와 세부지표

(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조사

를 거쳐 총 15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아동기 건강불평등 관련 정책 평가는 국내 아동 관련 계획 및 취약아동 발굴-연계 사업을 대상

으로, ①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완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②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을 고려하고 있는지, ③취약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2020년에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집단인 근로자에게로 눈을 돌려, 근로자의 건강불평등 

발생 현황과 맥락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본 연속 과제를 기반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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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 우리는 왜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을 개설했는가?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방문진료란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왜 필요하냐고? 우

리나라에 거동불편으로 집 밖에 거의 못나가는 칩거노인은 최소 60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0%

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은 100만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안타

깝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다. 그냥 참고 지낸다. 가족들의 대리처방으로 몇 년째 똑같은 약

을 복용할 수 있을 뿐이다. 동네의원이 그렇게 많지만, 이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자유

(freedom)란 실질적 능력(capability)라고 했던가? 하필이면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할 수 있

는 실질적 자유가 박탈되어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문진료를 받을 수 없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답을 찾고 싶어서 2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사는 재미있는 실험을 기획했

다.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을 개설하는 것이다. 외래환자는 받지 않고, 오직 방문진료만 하는 것이

다. 병원이 운영될 수 있을까? 손가락만 빨게 되진 않을까? 함께 뜻을 모은 의사(홍종원)과 간호사

(이지혜)는 나보다 ‘물욕(物慾)’이 적었다. 하하.. 이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재미

있을 것 같았고, 혹시 장렬히 전사(戰死)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침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국내 최초로 방문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합법적인 방문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정도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심지어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019년 3월 우리는 용감하게 방문진료 전문의원을 개설하였다. 

 

 어떻게 되었냐고?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단 수

요가 너무너무 많았다. 사전조사를 통해 67.1%의 중증장애인들이 방문진료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가정방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소

변줄을 꼽고 있는 노인, 죽음을 앞둔 암 환자, 척수장애로 천장만 바라보고 사는 장애인, 우울증으

로 매일 매일 자살생각에 사로잡힌 아주머니,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50살이 넘어버린 누나, 

돈이 떨어져서 다행히도 15일째 술을 못 먹고 있는 알코올 중독 아저씨... 혈액검사를 해보니 이들 

모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료를 핑계로 아주 많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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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들었다. 가능한 천천히 (30분~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했다. 또 가고 또 갔

다. 좋아질 때 까지. 좋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놀랍게도 (좋아지지 않

았더라도) 우리의 방문 자체를 고마워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

다.  

 

 
 

정책제안: 현장 속에서 대안이 찾아졌으면... 

 

아직까지 6개월의 짧은 경험 속에서 감히 드리고 싶은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누군가 커뮤니

티케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늙어진 사람, 불

편을 갖고 사는 사람들...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짧은 6개월 동

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 이웃,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사

회복지사, 동주민센터 행정직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동네약사, 의사(가장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적었다). 최소한 6개 이상의 돌봄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진짜 코디네

이터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웃 돌봄체계, (2) 재가요양센터 돌봄체계, (3) 복지관 중

심 지원체계, (4) 동주민센터-보건소 공공지원체계, (5) 공공의료원 돌봄체계, (6) 장애인 보건의

료 돌봄체계. 우리가 만난 이들 실무자들의 공통점은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 당장 눈앞에 환자를 위

해 노력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 속에서 우리는 (보건-복지 영역을 넘나들며) 쉽게 친해졌다. 그

리고 ‘협동’이 서로를 위한 이득임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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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방문진료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흥미롭다. 경영적으로는 

어떻냐고? 다행히 환자 수가 점차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방문진료 전문의원은 수익을 내고 있다. 내

년 즈음엔 방문진료 실험 ‘제 2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겠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 다

시 말해, 건강의집 의원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서 30분에서 1시간 충분히 진료하는 의원이 읍면동에 하나씩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첫 

시도가 무척 용감했던 만큼, 다음 실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의사가 자신의 집에 올 수 있고, 필요

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우리사회가 갖추어야 할 건강권의 내용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포함되

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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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지속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허현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마을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일인데도 의견을 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도 마을의 건강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에는 어떤 전략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울특별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에 합류한 지 횟수로 2년째인 올해 연구는 성과지표를 개발하

는 일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생태계’, ‘건강플러스,’ ‘건강마을’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알려

져 있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이나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치료중심 서비스 제공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

진사업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

요하게 고려하며, 이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강조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역보건사업의 

‘대상자’였던 주민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지역의 건강자치력을 향상시킨다는 점

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사업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

어 주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고 수용성이 높다.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활발

한 참여로 인해 사업비가 줄어들더라도 지속가능하고 사업자체 역량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장

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와 예산담당자 등은 주민참여 건강사업이 가치지향적인 사업

이므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질환군이나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사업이므로 참

여자의 건강수준이 단기간 동안 눈에 띄게 향상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참여자의 건강행태나 건

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에 대한 통제력이 향

상되었는지, 개인 또는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등 과정의 변

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사업의 목표와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해 정책자 및 예산담당자 

등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 주민건강활동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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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피로도와 방향성 상실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자와 사업담당자의 인식 간극

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주민 건강자치력을 높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

터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2019년 기준) 11개 지역구에서 시행하고 있

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과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기반단체와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고 건강소모임 등을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

다. 연구결과, 사업 참여 주민들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을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자본과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은 주

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자치력 향상 이외에도 지역보건사업의 민주적인 기획과 운영, 평가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연

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지만, 이에 대한 정책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유병률, 건강수준 

수치 개선 등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 중심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정책자들과 사업담당자들의 인식 간극 해소는 풀어야 할 과제

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던 ‘건강생태계 조성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유일한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단

이 수행하게 되면서 재정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지역보건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대

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속한 것이 

많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기반 민간단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함께 일을 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협치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내 협치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버넌스는 주민이 가진 권한과 준비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결과중심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행정 분야에서 너무 속도를 

내면 주민의 자발성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기에 우려된다. 결국,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은 이러

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과 현장과 밀

착된 세부전략 개발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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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 comparative analyses of the impacts of flexicurity on 

young adults' suicide rates in wealthy countries.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박민선. 1인 가구의 건강 잠재유형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건강의 다차원적 잠재 유형과 

개인 및 지역 영향요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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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북한 과학기술 분야 지식구성 과정에 나타난 성불평등 현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19. 

박보미. 한국 50세 이상 성인에서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복합만성질환을 

고려한 질병부담 산출 방법 평가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2019. 

박세영.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정보 습득 및 활용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9.   

박수경. 최저 임금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박수인. 간호사 확보수준과 정신과 입원환자의 건강결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2019. 

박유경. 미충족의료 개념의 재정의와 측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

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박주영.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지위 및 고용지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박지연. 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2019.   

백승주.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환자 중심 전환기 사례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일본, 대만, 영국의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

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 2019.  

변지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신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2019.  

송정환. 출소예정 노인수형자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

복지전공  

신한얼. 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심주영.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 사망 결정 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

제보건전공. 2019.  

안정은. 북한이탈여성의 건강권과 월경(月經)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북한학과. 2019.  

양희수. 20~30대 성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9.  

우맹식. 정의로운 의료체계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

원 윤리교육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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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9.  

유정훈. 한국 화장품 판매직원들의 무급 연장근로와 우울증상과의 연관성. 석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윤영미. 페루 까라바이요 지역 여성의 성인지 태도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전공. 2019.  

윤현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

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전공. 2019. 

이미경. 중층적 건강 개념과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 너스바움의 핵심인간역량 목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2019. 

이보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과 지역요인 연구 : 다수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이소라. 부산광역시 사망률 관련 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

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2019.  

이수영.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청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이승규. 55-79세 한국인의 현존치아수 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부

산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2019.    

이주연. Factors Associated with 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ong Chinese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2019.  

이지은. 지방정부 규모와 지방정부의 질이 주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9.  

이수진.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와 건강행태 변화. 박사학위논문. 경북

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019.  

이창은. 결핵예방 미디어 캠페인이 60대 저소득층에 미치는 효과 연구: 2012-2015.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광고홍보학과. 2019. 

임경철.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방문구강보건사업.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

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2019. 

임유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임지혜. 자살생각 경험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사면과 사회관계, 사회활동, 동네환경의 조절

작용.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 2019.   

임현지. 자산기반 복지국가에서의 건강 불평등: 자산의 건강 ‘안전망’ 효과를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19.  

정다운.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결핵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 특성 요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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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 춘천시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례 분석과 푸드플랜의 적용가능성 연구. 박사학위논

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2019.  

정유지. 소득수준별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분석.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전공. 2019. 

정윤선. 출산이 여성의 건강, 의료이용, 사회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의료경영학전공. 2019.  

정집훈. 가구형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2019.  

정효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취학 연령 아동의 구충제 복용과 건강 결과의 연관성 : 다수

준 분석 및 공간 분석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

정책관리학전공. 2019.   

조숙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직무상 위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

회복지학과. 2019.  

천지영.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2019. 

최명숙. Social determinants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elderly :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2009-2013. 박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2019.  

최서희. 북한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북 개발협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약학과 사회약학전공. 2019.  

최수영. Association between gender equality and gender difference in adult 

mortality and morbidity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 panel 

data analysis.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최영은. 지역 노인의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

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최유정.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다층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2019.  

한명화. 직장인의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대만 비교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9.   

한창우. 시계열분석을 활용한 페로니켈 공장의 지역사회 건강영향 평가. 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예방의학전공. 2019.   

허은빈. 도시·농촌 지역 간 비만율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 :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2019. 

홍아영. 여성한부모의 차별경험이 여성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의료행정학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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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동향 

 

 

가. 토론회   
 

1월  

1.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1월 15일)  

2.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1월 31일)  

 

2월  

3. 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월 19일)   

4.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무엇이 필요한가 (2월 28일)  

 

3월  

5.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

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3월 7일)  

6.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3월 7일)  

7.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어떻게 해결할까? (3월 11일)  

8. 제1차건강보장정책세미나-광주광역시 건강문제 진단과 향후 과제 (3월 14일) 

9.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ㆍ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3월 20일) 

10.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상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3월 29일)  

 

4월  

11.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4월 8일)  

12.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4월 23일)  

13. 인천형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4월 25일)  

일시:  2019. 4. 25. 13:00 

장소: 송도 오라카이 파크 호텔 릴리홀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4.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6일)  

다음 목록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건강형평성 관련 토론회 

목록이다. 토론회 검색은 Google에서 ‘토론회’와 ‘건강’의 조합을 이용하여 검색했다. 학회 회원들의 

활동이 있었던 토론회는 활동 내용을 짧게 기록하였다.  

“중진료권에 따른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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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 세미나 (5월 2일)  

16.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5월 7일)  

- 보건의료 영역 : 발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토론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 

1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5월 10일)  

18.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5월 14일)  

19.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5월 15일)  

20. 외국인주민 건강권 토론회 (5월 20일) 

21.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ㆍ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5월 21일)  

2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5월 22일)  

23. 경기도 청년 청소년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5월 30일)  

24.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Ⅰ-건강한 출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업의 성

과와 과제’ (5월 31일) 

 

6월 

25.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토론회 (6월 5일)  

2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방송·언론보도

에 대한 진단과 대안 (6월 5일) 

27. 새벽노동 없는 수원을 위한 의정토론회 (6월 7일) 

2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6월 9일) 

29.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6월 11일)  

3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

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 (6월 12일)  

31.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6월 12일)  

32. 진주시 중앙동 건강위원회 건강토론회 (6월 18일)  

3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6월 19일)  

34. 울산 산재병원 설립, 제대로 가고 있나? 산재병원 토론회 (6월 20일) 

35. 2019 담배소송 세미나 (6월 24일) 

일시:  2019. 6. 24. 14:00 

장소:  서울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기업, 담배소송, 그리고 담배규제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영호 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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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6.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 –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7월 1일)  

37.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 토론회 (7월 2일)  

38. 지금, 여기, 우리에게 건강을 마을 건강센터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토론

회 (7월 4일) 

일시:  2019. 7. 4. 14:00 

장소: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주최/주관:  부산광역시/건강도시사업지원단 

 

 

 
 

39. 지방정부의 공공병원 책임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5일)  

일시: 2019. 7. 5. 14:00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최/주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40. 서울시 건강생태계 구축현황과 마을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7월 8일) 

일시:  2019. 7. 8. 14:00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의회  

 

 

 

 

 

41.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7월 16일) 

“주민참여 동단위 건강사업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발표 

© 은평시민신문  

© the 월간부산 & mbusan.co.kr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 주도 통합 돌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발표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분권’을 주제로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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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7월 25일)  

 

8월 

43.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8월 14일)  

44.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현실과 건강권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8

월 21일)  

45.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국회토론회 (8월 21일) 

46. 이주민의 사회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8월 22일)  

47. 학생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보건 교육 시스템 조성 정책 토론회 (8월 28일) 

 

9월 

48.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 토론회 (9월 2일)  

4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

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9월 18일) 

50. 의료인프라 열악한 농촌, 여성이 위험하다 (9월 23일)  

 

10월 

51. 청도군 각북면(15개리) 건강마을 건강설문조사 결과 주민 토론회 (10월 1일~10일)  

52. 서울시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0월 23일)  

53.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포럼) (10월 28일) 

54. 2019 제 1차 정신건강 정책포럼 (10월 30일)  

55.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 (10월 30일)  

 

11월  

5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11월 4일) 

57. 방문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11

월 6일)  

58.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11월 7일) 

59.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11월 8일)  

60.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증평군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11월 9일)  

61. 2019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중앙동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토론회 (11월 12일)  

62. 2019 제 2차 정신건강 정책포럼 (11월 15일) 

63. 안산시 2019년 가정폭력예방 관계기관 토론회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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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11월 20일) 

일시:  2019. 11. 20. 15:00 

장소: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 

주최/주관: 경상남도의회 보건정책연

구회 

 

 

 

 

 

 

 
 

65. ‘사전 예방전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 5차 국민건강증진정책 수립 정책 토론

회 (11월 25일)  

일시:  2019. 11. 25. 12:00 

장소:  63빌딩 라벤더홀 

참석: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학계 

전문가 및 보건소 등 관계 기관 담당자 

등 200여명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6. 김해시 불암동 건강위원회 지역건강토론회 (11월 26일) 

67. 2019년도 김포시 학교급식 토론회 (11월 27일)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참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전략”을 주제로  정최경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총무기획위원장 발표 

김명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장(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토론 참여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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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년 장목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건강토론회 (11월 29일)  

일시: 2019.11. 29.  

장소: 장목면사무소 대회의실  

주최/주관: 거제시 장목면 건강위원회 

 

 

 

 

 

 

 

12월  

69.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12월 3일) 

70. 2019 공공 ·응급의료 포럼 (12월 3일) 

: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시:  2019. 12. 3. 11:30 

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71. 서울시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 2차 토론회 (12월 4일)  

72. 경기도교육청 2019년 교육급식 정책 공감 토론회 (12월 7일)  

73.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12월 10일) 

74.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 (12월 11일) 

75. 서울시 학교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12월 11일)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 발표 

“강원 권역 노인 및 호흡기 진료협력체계 구축계획”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병원 정승민 교수 발표  

‘2019 년 장목면 건강위원회의 주도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을 주제로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교수 강의 및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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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령군 용덕면 주민 건강토론회 (12월 11일) 

77.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12월 11일) 

78.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방안 토론회 (12월 12일)   

      일시: 2019. 12. 12. 15:00  

      장소: 용평리조트 그린토피아  

      주최/주관: 강원도  

 

 

 

 

 

79. 자살의 사회적 경로와 개입 (12월 13일)  

      일시: 2019. 12. 13. 14:00 

      장소: LW 컨벤션 센터 다이아몬드 홀  

      주최: 한국역학회/한국건강형평성학회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 김명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참석 

“한국의 노동 양상과 자살”을 주제로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인아 교수 발표 

“자살의 사회적 맥락과 개입 가능성”을 주제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기명 교수 발표 

 박진욱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출판홍보위원장(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  

가톨릭대 정신과학교실 이해국 교수 토론 참석   

강원건강포럼 7 인 – 이해종(원주연세대 보건대학장), 김춘배(원주연세대), 김동현(한림대), 조형원(강원건강포럼  

대표), 신보미(강릉원주대), 이시경(경동대), 정진(경동대) -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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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Ⅱ-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 (12월 17일)  

일시:  2019. 12. 17.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주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한국모자

보건학회   

 

 

 

81.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대산면 건강토론회 (12월 18일) 

82.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 (12월 19일) 

83. 집단암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대책 국회토론회 (12월 19일)  

84. 충남교육청,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 (12월 24일) 

85. 여성 대표질환 자궁경부암 완전 퇴치 정책토론회 (12월 27일)  

일시:  2019. 12. 27. 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주관: 김상희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의 비전수립에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선임연구위원 발표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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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럼   
 

2019-01-05 지쳐서 쉬겠다는데, 왜 주눅 들어야 하죠?  

2019-01-07 안전하게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2019-01-08 700원 때문에 그들은 눈을 잃었다 

2019-01-08 '김용균법' 시행해도 사람 목숨값 5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9-01-11 분열된 사회는 건강을 악화시킨다 

2019-01-13 여성과 감정노동 - 감정노동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인 이유 - 1 

2019-01-13 여성과 감정노동 - 감정노동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인 이유 - 2 

2019-01-13 여성과 감정노동 - 감정노동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인 이유 - 3 

2019-01-14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2019-01-17 직업병은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다 

2019-01-18 성 판매 여성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해야 

2019-01-18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어린이가 건강해진다 

2019-01-21 영리 의료 또는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1)  

2019-01-22 탄력근로제 확대, 합법적 과로사 허용! [복지국가SOCIETY] 현행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노동' 초과 

2019-01-25 ‘신기술 도입이 곧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  

2019-01-28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환경을 위한 공동의 고민 

2019-01-28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2019-01-28 장애(disorder)에서 부조화(incongruence)로- 성소수자 정신과 

진료에 있어 성별정체성 진단 기준 개정의 의미 

2019-02-01 건강한 식사의 지나친 도덕화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1 들어가며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2 지구적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자! 

다음 목록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고 되었던 국내 건강형평성 관련 칼럼 목록

이다. 칼럼 검색은 Google에서 ‘칼럼’, ’오피니언 또는 opinion’,  ‘기고’와 ‘건강’의 조합을 이용하여 

검색했다. 칼럼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칼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health.re.kr/?p=5149
http://health.re.kr/?p=515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1&page=11&total=248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396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3961
http://health.re.kr/?p=5182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
http://health.re.kr/?p=518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68&page=11&total=248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8&page=11&total=2484
http://health.re.kr/?p=5203
http://health.re.kr/?p=520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5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5718
http://health.re.kr/?p=5213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
http://health.re.kr/?p=5217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
http://health.re.kr/?p=5220
http://health.re.kr/?p=5220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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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젠더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4 국제개발에서 여성과 건강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5 모자보건과 재생산 건강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6 젠더 기반 폭력 

2019-02-04 국제보건과 젠더 - 7 국제보건 건강 개입에서 젠더 관점 

2019-02-08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2019-02-11 더 이상 ‘영웅’이 필요없는 사회로  

2019-02-12 그들은 가난했다 그래서 해부됐다 

2019-02-15 의약품 가격, 이렇게 높은 진짜 이유가?  

2019-02-13 자살한 어린 영혼들 앞에서 

2019-02-18 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2019-02-22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2019-02-25 노인 연령 논쟁, 제대로 붙어보자 

2019-02-25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2019-02-2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웰빙 효과, 고용 효과 나타났다 [기고] 기

본소득제 도입, 우리도 핀란드식 실험정치를! 

2019-02-28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산재사망 1위 국가의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2019-03-04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2019-03-06 미세먼지 ‘대란'을 견디는 법 

2019-03-07 노동 현장의 여성 건강권 1 -<직장갑질119> 에서 여성 노동자들

의 발화 

2019-03-07 노동 현장의 여성 건강권 2 -‘아프다’ 고 말하지 못하는 공장의 여

성 노동자들 

2019-03-07 노동 현장의 여성 건강권 3 - 여성 노동자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2019-03-07 노동 현장의 여성 건강권 4 - ‘미스 김’을 기억하네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 젠더 관점 빠진 한국의 ‘여성 건강지표와 건강정

책’ 

2019-03-08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 ‘복지 쇼비니즘’인가, 그냥 ‘억울

함’인가?  

2019-03-09 ‘그날’이 되면 여성이 이상하다고? 

2019-03-11 시장에 종속된 생명의 비인간성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
http://health.re.kr/?p=5227
http://health.re.kr/?p=523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85&page=10&total=2484
http://health.re.kr/?p=5278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4
http://health.re.kr/?p=5282
http://health.re.kr/?p=529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28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283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30160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30160
http://www.comngood.co.kr/article_view.htm?selected_no=1199
http://www.comngood.co.kr/article_view.htm?selected_no=1199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96.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4828.html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1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16
http://health.re.kr/?p=5358
http://health.re.kr/?p=535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5
http://health.re.kr/?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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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건강을 지키는 여성운동 1 - 여성의 건강은 안녕한가요? 

2019-03-13 건강을 지키는 여성운동 2 - 한국의 여성건강 운동 

2019-03-13 건강을 지키는 여성운동 3 - 사회가 아프면 여성도 아프다 

2019-03-15 ‘묻지 마 건강검진’에 유전자 검사까지? 

2019-03-15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 당장의 생명을 위협한다  

2019-03-18 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9-03-22 의료계의 여성차별, 환자에게도 해롭다 

2019-03-25 ‘성OO’이 아니라 ‘살인’이다  

2019-03-29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2019-04-01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9-04-01 의료 격차와 정책 과제 

2019-04-01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 - 플랫폼업무 종사자 현황과 건강위험_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IV)  

2019-04-05 왜 국가는 무능해보였을까? -인공혈관 사태의 씁쓸한 뒷이야기  

2019-04-06 건강불평등과 정치 

2019-04-08 재난 대비, 더 잘해야 한다  

2019-04-10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복지국가

SOCIETY] 발달장애인 1.5%만 적용받는 활동지원 예산? 

2019-04-12 ‘골초’ 미국 의사들은 어떻게 담배를 끊었나 

2019-04-12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아픈데 이게 공정한 걸까? 

2019-04-15 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2019-04-15 심신 망가뜨리는 야간 교대 근무 

2019-04-16 건강은 건강대로 해치고, 돈은 돈대로 갖다 바친다 

2019-04-16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

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2019-04-18 사회정책은 남녀의 심장병 사망을 ‘다르게’ 감소시킨다  

2019-04-22 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책임  

2019-04-25 트라우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19-04-29 정신보건 ‘운동’이 필요하다  

2019-05-02 낙태죄 위헌, 의료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다 

2019-05-02 장애인 차별철폐, 최소한 의료이용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2019-05-05 ‘옹호자’ 없는 사회의 절망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5
http://health.re.kr/?p=5424
http://health.re.kr/?p=5433
http://health.re.kr/?p=5452
http://health.re.kr/?p=5454
http://health.re.kr/?p=5464
http://health.re.kr/?p=5482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1948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966072514128.page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966072514128.page
http://health.re.kr/?p=549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51885759694
http://health.re.kr/?p=550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584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584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01&page=8&total=2484
http://health.re.kr/?p=5530
http://health.re.kr/?p=554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6&page=8&total=2484
http://rp.jinbo.net/change/590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8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818
http://health.re.kr/?p=5551
http://health.re.kr/?p=5572
http://health.re.kr/?p=5577
http://health.re.kr/?p=558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3&page=8&total=2484
http://health.re.kr/?p=5602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8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19.12(제 21 호)  

 

- 61 - 

 

2019-05-06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2019-05-08 ‘조현병 공포' 사태만 악화시킨다 

2019-05-09 돌보는 이들도 아프다. 이들의 건강은 누가 챙겨줄까?  

2019-05-10 미세먼지, 가난한 동네에서 더 포악했다  

2019-05-13 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2019-0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옹호한다 

2019-05-16 유전자가 맡은 바이오 혁신, 안전성은 누가 맡을래?  

2019-05-20 ‘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2019-05-23 건강보험 국고 지원 늘려라 

2019-05-27 ‘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2019-05-30 1인가구의 부상과 건강 이슈 

2019-05-30 임상연구에서의 환자대중참여, 동원의 대상인가 의사결정의 동반

자인가?  

2019-06-01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2019-06-03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2019-06-03 헝가리 사고,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2019-06-06 건강불평등의 숨은 결정요인, 차별과 낙인 

2019-06-07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되어야  

2019-06-10 기후변화의 재앙, 건강 대책으론 어림없다  

2019-06-13 정부의 ‘노숙인 주거 지원’ 실험을 기대하며…  

2019-06-14 주치의 제도 도입 하루가 급하다 

2019-06-17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2019-06-20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2019-06-27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2019-06-30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

호 및 증진 

2019-07-01 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2019-07-04 노동, 복지 수급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  

2019-07-01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2019-07-01 암으로 세상을 떠난 두 노동자의 공통점 

2019-07-08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http://health.re.kr/?p=560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8&page=8&total=2484
http://health.re.kr/?p=5622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038.html
http://health.re.kr/?p=5633
http://health.re.kr/?p=5640
http://health.re.kr/?p=564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1&page=7&total=2484
http://health.re.kr/?p=5652
https://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113571085
http://health.re.kr/?p=5655
http://health.re.kr/?p=5655
https://pdfs.semanticscholar.org/58c1/b868c3d6e66916ab17a5f4cd8b185cfceec3.pdf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elfar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9%98%EA%B2%BD%EB%B6%88%ED%8F%89%EB%93%B1%2C+%EC%9A%B0%EB%A6%AC%EC%8B%9C%EB%8C%80%EC%9D%98+%EC%8B%9C%EA%B8%89%ED%95%9C+%ED%99%98%EA%B2%BD&docu
http://health.re.kr/?p=5658
http://health.re.kr/?p=5671
http://www.redian.org/archive/133871
http://health.re.kr/?p=5675
http://health.re.kr/?p=568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14&page=7&total=2484
http://health.re.kr/?p=5691
http://health.re.kr/?p=5701
http://health.re.kr/?p=5706
http://researcher.kihasa.re.kr/handle/201002/32964
http://researcher.kihasa.re.kr/handle/201002/32964
http://health.re.kr/?p=5709
http://health.re.kr/?p=57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07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07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0&page=6&total=2484
http://health.re.kr/?p=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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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폭염, 17세 청년도 80세 노인도 앗아갔다 [안종주의 안전사회] 폭

염 재난, 올해도 재현되나 초긴장 

2019-07-11 정신질환, 낙인을 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2019-07-12 늘어나는 병원 감염 이유가 있었다 

2019-07-15 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2019-07-17 보험사가 의료 빅데이터를 노리는 이유 

2019-07-18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임금 격차,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2019-07-25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은 건강에 해롭다  

2019-07-29 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2019-08-01 수용자 자녀의 인권 

2019-08-01 시민이 보고 있다 – 암약하는 기업, 방관하는 정부  

2019-08-08 건강·안전 좀먹는 ‘새벽이 없는 삶’ 

2019-08-08 온라인 공간에서 젠더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2019-08-12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전환을 이야기해야 한다 [초록發光]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인권  

2019-08-14 소규모 사업장 안전 이제 좀 바꿔보자 

2019-08-15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9-08-15 폭염 그리고 기후변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다  

2019-08-16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2019-08-19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2019-08-26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의 불편한 진실 

2019-08-28 기술과 의학이 장애를 없앨 거라고? 

2019-08-29 폭력을 질병으로 바라볼때 놓치는 것들  

2019-09-01 질병장사: 건강과 질병의 상품화에 대하여  

2019-09-01 질병은 언제부터 질병이 되었나? 

2019-09-01 질병은 병균이 만들고 차별은 사회가 만든다 

2019-09-01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신약의 환상 

2019-09-05 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2019-09-06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2019-09-09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2019-09-11 존엄하게 죽기 어려운 나라 

http://health.re.kr/?p=574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0&page=6&total=2484
http://health.re.kr/?p=5754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7
http://health.re.kr/?p=5770
http://health.re.kr/?p=5770
http://health.re.kr/?p=5777
http://health.re.kr/?p=5779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47331
http://health.re.kr/?p=579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8&page=5&total=2484
http://health.re.kr/?p=580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284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284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6&page=5&total=2484
http://health.re.kr/?p=5835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43&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8&page=5&total=2484
http://health.re.kr/?p=583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8&page=5&total=248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70&page=5&total=2484
http://health.re.kr/?p=5862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650950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page=1&listStyle=list&document_srl=165095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page=1&listStyle=list&document_srl=165095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page=1&listStyle=list&document_srl=1650949
http://health.re.kr/?p=5883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bid=19&aid=428&ano=6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bid=19&aid=428&ano=6
http://health.re.kr/?p=589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56&page=4&total=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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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2019-09-16 ‘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2019-09-19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정말 가능할까?  

2019-09-23 조덕진의 어떤스케치-가난이 죽음조차 불평등하게 해서야 

2019-09-26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2019-09-26 남성 고객의 계획적 성범죄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2019-09-30 직업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까닭 

2019-10-03 취약성,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에 대하여 

2019-10-10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전략적 접근 필요! 

2019-10-10 의료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의사를 믿으세요?  

2019-10-14 우리가 왜 아픈지 알아낸다는 것 

2019-10-17 지역 건강불평등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  

2019-10-17 환경 위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이대로 둘 건가 

2019-10-21 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2019-10-24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 건강은?  

2019-10-28 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2019-10-31 고기는 OK 운동은 NO 건강마저 ‘부익부 빈익빈’ 

2019-10-31 연금 받는 나이, 모두 똑같아도 될까?  

2019-11-04 사람을 살리는 노동  

2019-11-07 포용이 필요한 이유 

2019-11-08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9-11-11 개 구충제 항암제 논란의 교훈  

2019-11-11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 

2019-11-14 세계은행은 여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 여성 임파워먼

트, 새로운 기회와 오래된 착취 사이  

2019-11-18 '지역의료'대책, 이것으로 충분할까?  

2019-11-21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2019-11-22 다시 ‘출장검진’을 시작한 이유 

2019-11-22 연쇄살인이 아니다 '페미사이드'다 

2019-11-25 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2019-11-27 노동자는 왜 하늘로 오르는가 

http://health.re.kr/?p=5901
http://health.re.kr/?cat=1&paged=2
http://health.re.kr/?p=5928
http://m.mdilbo.com/article.php?aid=1569230609593623245#Redyho
http://health.re.kr/?p=594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8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8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8&page=4&total=2484
http://health.re.kr/?p=5957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14
http://health.re.kr/?p=596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7
http://health.re.kr/?p=5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13513.html
http://health.re.kr/?p=5982
http://health.re.kr/?p=5985
http://health.re.kr/?p=5987
https://www.nongmin.com/nature/NAT/ETC/316531/view
http://health.re.kr/?p=5993
http://health.re.kr/?p=6004
http://health.re.kr/?p=600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page=3&total=2484
http://health.re.kr/?p=6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873
http://health.re.kr/?p=6016
http://health.re.kr/?p=6016
http://health.re.kr/?p=6026
http://health.re.kr/?p=603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1&page=2&total=248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3
http://health.re.kr/?p=60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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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최첨단 치료재료에 대한 환상과 여성 건강: 질 그물망(vaginal 

mesh) 이야기  

2019-11-30 사회가 아프니 의사도 아프다 

2019-12-01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2019-12-02 ‘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2019-12-03 '김용균 법'에 아직도 '김용균'은 없다 

2019-12-05 거리의 태극기부대, 안녕하신가요?  

2019-12-05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든 ‘데이터 3법’ 

2019-12-09 ‘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2019-12-12 엄마의 야간근로는 아기의 걸음마 시작을 늦춘다  

2019-12-16 ‘가난의 자격’을 묻지 말라 

2019-12-16 ‘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2019-12-23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2019-12-26 산재보험 청구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안  내 
 

학회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보가 있으신가요? 최근 읽은 감명 깊은 책, 훌륭한 건강불평

등 연구 논문, 건강 형평성과 관련된 현장 정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소식을 학회 이

메일(healthequity@naver.com)로 보내주시거나, 학회 홈페이지(http://www.healthequity.or.kr)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ealth.equity.korea)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 
소식지 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쾌히 서평, 소감문, 회원동향 등의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학회장님 및 차기학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식지 제작을 위해 출판홍보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선, 김유미, 오로라, 천희란 선생님이 소식지 기획과 필자 섭외 및 소식지 내용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로라 출판홍보위원은 연구 동향과 정책 동향 목록을 정리하고 

소식지 편집까지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2020 년에도 건강형평성 학술연구 활동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출판홍보위원장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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