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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2018년 3월 12일 김창엽

1.�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건강과 보건의료에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등장한 ‘문재인 케어’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의료는 현실 정치가 건강

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와 경

제는 건강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FTA를 둘러싼 국제 정치와 경제는 의약품에,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체제는 지역사회보건과 건강증진에 개입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정책) 내부에 집중했던 관심을 옮겨 이번 서리풀 학당에서는 거시, 미시적 정치

경제가 건강과 건강정책, 그리고 건강체계와 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탐구하고자 합

니다. 참고로 이 강좌에서 사용하는 ‘정치경제(학)’의 용법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포

괄하는 ‘느슨한’ 의미임을 밝혀둡니다.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여러 층위와 분야에서 

정치경제의 작동과 그 영향, 건강/보건과의 상호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체제

(레짐)의 진보에 관심 있는 연구자, 활동가, 정책 관계자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 구성

l 강좌 개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 3월 29일 

- 강좌 개요와 정치경제학적 이해의 필요성

2. 4월 5일 

- 국가권력-경제권력-사회권력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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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12일  

-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와 건강/보건의료

4. 4월 19일 

- 국제 정치경제와 건강/보건의료

5. 4월 26일  

- 건강/보건의료의 문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6. 5월 3일

- 통치성과 생명정치

7. 5월 10일 

- 정부, 정책, 관료의 정치경제

8. 5월 17일  

- 전문직과 전문성

- 이해관계자

9. 5월 24일 

- 보건의료 지식과 과학기술

10. 5월 31일

- 건강/보건의료와 사회권력(시민사회)

- 젠더 정치

11. 6월 7일 

- 건강레짐(체제) 변혁의 정치경제

l 강사(코디네이터):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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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일시

l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교육관 117호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3분 거리)

l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30분 (3월 29일~6월 7일)

4.� 신청방법

l 이메일 접수 phi.hakdang@gmail.com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l 신청기한: 2018년 3월 26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l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l 회원 할인 안내 (링크)

l 문의: 김선 연구원 (phi.hakdang@gmail.com, 02-535-1848)

*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간혹 신청만 하시고 수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강 후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

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강신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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