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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토요 세미나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제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문서작성일: 2012.03.08

1. 제안 배경

l 학술 운동에서 담론 투쟁만큼이나 이를 ‘근거’화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중요함. 그리고

이는 통계 테크닉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기도 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

여 지난 2년 간 ‘사회역학-정책 연구방법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관심 있는 역학-보건정

책 전공의 대학원생/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공동학습 진행하였음

l 그 과정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적 이론 학습의 필요성이 다

시금 부각되었고, 또한 사업과 정책으로의 실제 적용에 관한 관심이 제기되었음

l 그러나 연구방법론 세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개인적인 학습이나 일개 대학/대학원

정규교과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일정 수준 이상의 선행지식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들의 협업과 토론이 필수적. 따라서 이러한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과학, 사회역학, (보건) 정책 전공자/대학원생들의 자발적인 협력 학습을 제안하고자 함

2. 진행 방식

l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월 24일 첫 모임

l 6개월을 한 시즌으로 편성하며, 시즌마다 참여자와 코디네이터 개편 (2기 이후의 주제는

아직 미정)

l 참가자격: 일방향 강의가 아니며 발표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결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어야 함 (일회성 혹은 간헐적 참가 사절). 학력제한은 없으나 최소

한 보건학 개론과 역학원론을 이수한 정도의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l 별도 참가비 없으며 문헌자료나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 권장

l 운영: 자발성에 근거하며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는 참가자들끼리 분담

l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내방역 2번 출구,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 문의 및 신청: mhkim1871@gmail.com (마감: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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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주제

1) 1기 (2012년 3~8월) : 사회역학의 과학성과 정치성

l 코디네이터: 김유미 (동아의대, 역학)

l 학습내용: 텍스트북 발제/토론과 관련 논문 리뷰

* 텍스트북: O'Campo P, Dunn JR (eds) <Rethinking Social Epidemiology: Towards a 

Science of Change> (Springer 2011)

일시 내용 발제

03/24
ch_01. Introduction
ch_02. "Explanation," philosophy & theory in health inequalities 
research: towards a critical realist approach

04/07
ch_03. Values and social epidemiologic research 
ch_04. Population-based data & community empowerment

04/21
ch_05. Difference that matters
ch_06. Place-based stress & chronic disease: a systems view of 
environmental determinants

05/05

ch_07. How goes the neighborhood? Rethinking neighborhoods & 
health research in social epidemiology
ch_08. Application of two schools of social theory to neighborhood, 
place, & health research

05/19

ch_09. Locating politics in social epidemiology
ch_10. Structural violence & structural vulnerability within the risk 
environment: theoretical & methodological perspectives for a social 
epidemiology of HIV risk among injection drug uses & sex workers

06/02
ch_11. Realist view methods for complex health problems
ch_12. Addressing health equities in social epidemiology: learning from 
evaluation(s)

06/16
ch_13. Knowledge translation & social epidemiology: taking power, 
politics & values seriously
ch_14. Community-academic partnership & social change

06/30
ch_15. Producing more relevant evidence: applying a social 
epidemiology research agenda to public health practice
ch_16. Conclusions

07/14 주제 토론 (1): 역학과 사회역학 돌아보기

07/28 주제 토론 (2): 건강, 학술연구의 정치성

08/11 주제 토론 (3): 사회역학적 근거와 사회/정책 중재

08/25 주제 토론 (4): 사회/정책 중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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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목록 (1): 역학과 사회역학 돌아보기

w Poole C, Rothman KJ. Our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epidemiology war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1998;52(10):613-4.

w Rothman KJ, Adami HO, Trichopoulos D. Should the mission of epidemiology include 

the eradication of poverty? Lancet 1998;352(9130):810-3.

w Shy CM. The failure of academic epidemiology: witness for the prosecution. Am J 

Epidemiol 1997;145(6):479-84

w Krieger N. Questioning epidemiology: objectivity, advocacy, and socially responsible 

science. Am J Public Health 1999;89(8):1151-3.

w Kaplan GA. What's wrong with social epidemiology, and how can we make it better? 

Epidemiol Rev 2004;26:124-35.

* 문헌목록 (2): 건강, 학술연구의 정치성

w Levins R, Lewontin R. The commoditization of science. In: The Dialectical Biologi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w Bambra C, Fox D, Scott-Samuel A. Towards a politics of health. Health Promot Int 

2005;20(2):187-93.

w Muntaner C, Chung H. Commentary: macrosocial determinants, epidemiology, and 

health policy: should politics and economics be banned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research? J Public Health Policy 2008;29(3):299-306.

* 문헌목록 (3): 사회역학적 근거와 사회/정책 중재

w Braveman PA, Egerter SA, Woolf SH, Marks JS. When do we know enough to 

recommend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 J Prev Med 2011;40(1 

Suppl 1):S58-66.

w Petticrew M, Whitehead M, Macintyre SJ, Graham H, Egan M. Evidence for public 

health policy on inequalities: 1: the reality according to policymaker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4;58(10):811-6.

w  Whitehead M, Petticrew M, Graham H, Macintyre SJ, Bambra C, Egan M. Evidence 

for public health policy on inequalities: 2: assembling the evidence jigsaw. J Epidem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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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Health 2004;58(10):817-21.

w Campbell DM, Redman S, Jorm L, Cooke M, Zwi AB, Rychetnik L. Increasing the use 

of evidence in health policy: practice and view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ust 

New Zealand Health Policy. 2009 Aug 24;6:21.

* 문헌목록 (4): 사회/정책 중재와 평가

w Benach J, Malmusi D, Yasui Y, Martinez JM, Muntaner C. Beyond Rose's strategies: a 

typology of scenarios of policy impact on population health and health inequalities. Int 

J Health Serv 2011;41(1):1-9.

w Rychetnik L, Frommer M, Hawe P, Shiell A. Criteria for evaluating evidence on public 

health intervention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2 Feb;56(2):119-27.

w Thomson H, Hoskins R, Petticrew M, Ogilvie D, Craig N, Quinn T, Lindsay G. 

Evaluating the health effects of social interventions. BMJ 2004;328(7434):282-285.

w Stronks K, Mackenbach JP. Evaluating the effect of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address 

inequalities in health: lessons from a Dutch programme. Eur J Public Health 

2006;16:346-353.

2) 2기 (2012/09 ~ 2013/02)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노동과 노동체제

l 코디네이터: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l 학습내용: 관련 도서 강독과 논문 리뷰

① 강유원 <강유원의 고전강의: 공산당 선언> (뿌리와 이파리 2006)
②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제 1장 (한울 2009)
③ 데이비드 맥낼리 <글로벌 슬럼프> 제 2장 (그린비 2011)
④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제 1장, 2장, 4장 (한울 2008)
⑤ EMCONET final report (WHO CSDH 2007) 
+ (주로) 국내 상황 다룬 논문들의 비판적 검토

3) 3기 이후 잠정적 주제: 정치(성), 생애과정, 사회네트워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