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2019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길을 찾아”

1. 강좌 개설의 배경
시민건강연구소는 2012년 <서리풀 공공성 세미나>를 통해 공공과 공공성의 개념, 공공과 국
가, 보건의료와 공공성, 한국에서의 공공보건의료 등 다양한 공공의 의미를 고민하고, 민주적
공공성에 의한 건강레짐이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 개혁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 서리풀학당에서는 다시 “공공보건의료”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공공성에 대한 지식과 논의들을 토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폐쇄나 메르스 사태, 제
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그리고 인보사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경험들이 이제 보건의
료체계에서 어떻게 공공적인 가치와 제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대답의 하나로 이번 서리풀학당에서는 공공성 문제를 시스템과 레짐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펴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공공성 강화는 곧 ‘공공기관 강화’와 동의어였다면, 공
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새롭고, 더 넓게 규정하기 위하여 이제는 한국 건강체제와 보건의료체
계 ‘개혁’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특히 사람중심 관점에서의 공공성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정책관계자,
실무자, 연구자, 학생, 활동가들께서 이번 서리풀학당에 많이 참여하여 개혁프로젝트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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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 개요

l 강사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l 주요대상 : 보건의료 정책관계자, 실무자, 연구자, 활동가, 학생
l 진행방식 : 매주 1회 총 10회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l 프로그램
날짜

강의 제목

9월 16일 (1주차)
9월 23일 강의없음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9월 30일 (2주차)

공공성의 이론 (1) : 공적 주체와 공적 지배

※

10월 7일 (3주차)

공공성의 이론 (2) : 공공성, 공공영역, 공공시스템, 공공생태계

10월 14일 (4주차)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1): 건강 레짐과 건강의 공공성

10월 21일 (5주차)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2): 보건의료서비스와 조직의 공공성

10월 28일 (6주차)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적 전개

11월 4일 (7주차)

외국의 건강체제와 공공보건의료 (1)

11월 11일 (8주차)

외국의 건강체제와 공공보건의료 (2)

11월 18일 (9주차)
민주적 공공성과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11월 25일 강의없음

※

12월 2일 (10주차)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의 대안들

3. 일시와 장소

l 일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9월16일 ~ 12월2일, 총10회, 9월23일/11월25일 강의 없음)
l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국제관 원강홀 B101호 (지도 첨부)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향 도보 8분
[버 스] 한국방송통신대 정류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향 도보 6분
[자가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지상주차장 이용(주차공간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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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l 이메일 접수 people@health.re.kr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l 신청마감: 2019년 9월 11일 (수), 수강인원 30명 이내 (선착순)
l 수강료: 이메일 접수시에 해당하는 수강료 선택지를 꼭! 알려주세요.
선택 1)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신청자(확인서 발급가능) 30만원
선택 2) 수강료 only 20만원

선택 3) 수강료 + 양장본 교재 포함 25만원

l 입금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
l 회원 할인 안내 (http://health.re.kr/?page_id=50)
- 연구소가 개최하는 기획강좌의 수강료를 납부하는 연회비의 10% 할인(예를 들어, 월회비를
5만원씩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60만원(5만원 x 12개월)의 10%인 6만원 할인)
- 무료 및 할인 혜택은 회원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나신 분에 해당
l 문의: 김성이 연구원 (people@health.re.kr,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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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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