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People's Health Institute)와
함께 할 영펠로우를 찾습니다.
l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세대 양성
l 펠로우쉽 기간: 1년, 매년 3월~익년 2월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l 자격: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
에 한함)
l 인원:

○명 (공공보건의료를 주제로 하는 지원자 우선 선발)

l 대우

․연구비 지원: 연간 총 6백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인 경우, 협의를 거쳐 교통비 실비 지원)
․연구 공간 제공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연구진의 멘토링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강좌 무료 수강
l 기대 활동

․주 12시간 연구소 근무 혹은 활동 참여 (시간 배치는 자율)
․연구소 활동 참여를 통해 펠로우 기간 중 2건 이상의 성과물 제출 (보고서/소책자/이슈페이
퍼/논문 등) → 연구 보조나 행정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으로’ 연구 진행해야 함
l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l 이메일 서류 접수 마감: 2월 14일 (수) 오전 9시 (TO pharmpolicy@gmail.com)
l 문의: 전화 02 535-1848 전자우편 pharmpolicy@gmail.com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
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다음의 연구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재

- 보건의료 개혁 (healthcare reform), 보건의료와 민주적 공공성, 건강정치, 건강불평등, 노동자
건강권, 공중보건정책과 규제, 세계화와 건강, 지역사회 참여, 어린이 건강권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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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영펠로우 활동

l 2017년 류한소 (사회학)
-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정치에 관한 독립 연구로 보고서 출판 준비 중이며, 건강형평성 모니
터링 연구, 청년 마음건강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 보고서 출판 준비 중

l 2016년 박여리 (인류학)
- 건강불평등 지식전환과 정책의제화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보고서와 논문 출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
- 프레시안 <서리풀연구통> 정기 필자로 참여
-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연구보고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 연보 <2016 시민건강실록>
- 논문: 박여리, 김명희, 김새롬. 건강불평등 지식전환: 한국의 현황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2017;44:45-80

l 2016년 이주연 (보건정책학)
-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 이행과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한 독립연구하여 논문 출판하고, 연구소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기본소득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참여
- 프레시안 <서리풀연구통> 정기 필자로 참여
- 연구보고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시민건강 이슈페이퍼 <기본 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 연보 <2016 시민건강실록>
- 논문: Lee JY, Kim MH. The effect of employment transitions on physical health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Soc Sci Med 2017; 181:122-130

l 2015년 송리라 (사회학)
- 노동자 정신건강과 관련한 독립 연구 진행하고, 연구소의 건강불평등 중재,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보고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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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서리풀연구통> 정기 필자로 참여
- 연구보고서 <건강불평등에 도전하기: 연구와 실천>
- 연구보고서 <인권중심의 위기 대응: 시민, 2015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 연보 <2015 시민건강실록>

l 2015년 박유예 (보건학)
- 연구소의 건강검진 산업 연구 참여하고 보고서 출판
- 연구보고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l 2014년 이웅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에서의 불평등 담론에 대한 독립 연구 진행하여 보고서 출판
- <근거기반의 음주량 감소 정책 연구> 참여
- 한겨레신문 <건강렌즈로 보는 사회> 정기 필자로 참여
- 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

l 2014년 박지은 (보건정책학)
-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독립 연구 진행하여 논문 출판
- 한겨레신문 <건강렌즈로 보는 사회> 정기 필자로 참여
- 논문: Park JE, Kim MH. Workplace fire - not a misfortune but an avoidable occupational
hazard in Korea. New Solutions 2015;24(4):483-494
- 논문: Park JE, Kim MH. Roles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for Securing Workers’
Safety in Korea: A Case Study of Abolition of the 30-Minute Delivery Guarantee
Program in Pizza Delivery Service. Int J Health Services 2016;46(3):483-500

l 2013년 권세원 (사회복지학)
- 어린이 건강권에 관한 독립 연구 진행하여 보고서와 논문 출판
- 한겨레신문 <건강렌즈로 보는 사회> 정기 필자로 참여
- 연구보고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분석>
- 논문: 권세원. 이은정. 조기아동발달 통합환경 사정모델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분석: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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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2년 김향수 (여성학 협동 과정)
- 연구소 과제 참여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관한 독립 연구 진행하여 보고서 출판
- 연구보고서 <시민과학연대를 통한 1990년대 여성노동보건안전운동>
- 연구보고서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 시민참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l 2011년 김 선 (보건경제학)
- 연구소 과제 참여하여 연구보고서와 이슈페이퍼 출판
- 연구보고서 <한국 국가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 이슈페이퍼 <의약품 슈퍼 판매 논의와 국가 의약품 정책의 과제>

l 2010년 손정인 (보건정책학)
- 연구소 과제 참여하여 연구보고서와 이슈페이퍼 출판
- 연구보고서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과 건강 불평등>
- 이슈페이퍼 <건강관리 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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