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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원장 신년사

YONSEI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

다. 보건대학원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고, 계

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보건대학원은 올해로 4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세

대학교에서 전국 51개 자연계열 특수대학원을 자체 평가

한 결과 우리 보건대학원이 상위 10% 안에 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전

임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건대학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보건통계학 전공의 김찬민 교수와 안전보건 

전공의 이재율 특임교수 두 분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찬민 교수는 플로리다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후 하버드대

학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쳐 현재는 보스턴 대학에서 조교수

로 근무하고 있으며, 9월부터 우리 대학원에서 강의할 예

정입니다. 이재율 특임교수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안전보건 분야의 행정가입

니다.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보건분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학생 장학금을 10% 인상하였습니다. 등록금과 입

학금이 동결되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장학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지난 2월에 강의실 재배치 1단계 공사를 하였습니다. 학

교가 커지면서 공간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

생회실과 여학생 휴게실을 정비하였고, 여름 방학을 이용

해서 도서관과 사무실의 공간 재배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학생회 여러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대학원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

건대학원이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제 생각에는 교육과 연구, 봉사 부분 모두 잘하고 있지

만, 상대적으로는 연구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

각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교수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조교를 2명 더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우리 보건대학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장

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

다. 우리의 장단점, 강점과 약점을 냉정히 평가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의 컨설팅

도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아이

디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직원 여러분들의 보건대학원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보건대학원 발전위한 비전 수립의 해로”

1. 보건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및 연세 보건인의 밤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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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훈 교수님 퇴임 특집

YONSEI

산업보건이라는 개념마저 희박했던 시절,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열정의 에너지를 쏟아낸 선구자들의 피

땀어린 노력 위에 이 나라의 산업보건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

고, 그 선구자들의 중심에는 당당히 노재훈 교수님이 계셨다.

노재훈 교수님께서는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하시고, 연구소에 입소한 1979년도는 산업보건의 뿌리가 갓 

내리던 시점으로, 대다수 의사들이 산업보건에 관한 관심을 가

지지 않았던 시기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외로운 길을 걷기로 하신 것이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재훈 교수님은 1981년 연세대

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그리고 1987년 동대학 보건

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열정을 가졌던 것

만이 아니라 헌신적인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또한 연마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1993년 노동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위원으로 봉사하시게 되었다. 뒤이어 2000년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과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심의위원으로, 2008년에는 대한직업환경의

학회 회장으로, 2011년부터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

원회 위원장 그리고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소장으로 봉사하였

다. 2012년에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 한국대표로 선출되셨고, 

2014년도에는 대한예방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보건관리전

문기관협의회 회장으로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도에

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원으로서 선출되어 산업보건만이 아

닌 의료계 전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모교를 위한 봉사정신도 필히 기억되어야 한다. 1994년 의

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장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세브란스

병원 산업보건센터 소장, 2002년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2004년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으로써 후학을 위해 부단히 노

력하였다. 2010년에는 대학원 보건학과 주임교수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되셨고, 2014년에는 보건대학

원 원장으로 모교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지속하였다. 

또한, 학자로서의 노고를 인정받아 2001년에 우수과학 논

문상(과학기술총연맹)을 받았고 뒤이어 2014년에는 산재 유

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는 업적을 이뤘다. 

근로자들을 위한 노재훈 교수님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은 40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산업보건의 확립 및 발전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었다. 더불어 일생 동안 밀알과 같은 희생으

로 그가 열정을 다해 키워 낸 그의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을 생

각할 때, 앞으로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것임을 어찌 기대하지 

아니하겠는가.

근로자 건강을 위한 숭고한 헌신 40년

노재훈 교수님 퇴임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보건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노동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위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심의위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편집위원장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소장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국제산업보건위원회 한국대표 (National Secretary)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장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소장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대학원 보건학과 주임교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보건대학원 원장

우수과학 논문상(과학기술총연맹)

산재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학술논문 국내 154편

학술논문 국제 45편

1978 2 

1981. 2 

1987. 2 

1993 ~ 1994

2000 ~ 2012

2000 ~ 2004

2008 ~ 2010

2010 ~ 현재

2011 ~ 2018

2011 ~ 현재

2012 ~ 2017

2014

2014 ~ 현재

2018 ~ 현재

1994 ~ 2018

1995 ~ 2018

2002 ~ 2004

2004 ~ 2006

2010 ~ 2014

2010 ~ 2014

2014 ~ 2018

2001

2014

학력

주요 경력
및  

교외 활동

학교
봉사
활동

상훈

주요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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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인사

YONSEI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소장 원종욱)는 

1978년 3월 연세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로 발족된 이후 

1983년 인천산업병원 산업보건과, 1985년 산업보건연구

소, 1995년 인천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1999년 세브

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 부평지

역 나아가 전국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역학연구, 

보건관리대행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근로자 건강을 지켜 왔습

니다.

산업보건연구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2월 12

일 오후 3시 종합관 331호에서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

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원종욱 소장의 개회사, 장양수 의과대

학장과 신동천 환경공해연구소장의 축사, 노재훈 교수의 연구

소 소개 및 역사 발표가 있었으며, 2부 심포지엄에서는 윤진

하, 최원준, 김형렬 교수가 실험실 종사자 건강검진과 관리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정배, 김은아, 정필균이 토론하였습니다. 

행사 후 알렌관 무악홀에서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발

표 논문, 보고서를 집대성하고 산업보건학과와 산업보건연구

소 역사 및 화보 자료를 묶어 ‘산업보건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노재훈 교수 정년퇴임을 맞아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1. 산업보건연구소 40주년 심포지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교와 총동창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과 세계 보

건 분야를 선도해 나아갈 전문 보건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

료 문제, 즉 암을 비롯한 각종 급만성 질환, 저출산·인구고령

화, 지구 온난화, 환경위해요인, 건강 형평성 제고 등의 문제

를 극복하고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전 세

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보건인을 양성해 왔습

니다.

그 결과 3,000여명의 졸업 동문이 유수의 교육기관, 언론

기관, 보건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동창회 집행부는,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 동문들이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함

은 물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보건

대학원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도 동문 사업장 방문, 춘·추계 산행, 송년의 밤 행사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지

평을 넓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초청특강, 보건대학원 발

전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이버 공간

에서의 상호교류를 위해 동창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계획입

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 어린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미래를 

향해 함께 약진해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다함께 출발할 것을 당

부드립니다.

연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

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이은희 신임 총동창회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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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수 소개: 정금지 연구교수/Global 학생대표 인사: ASAMOAH ASARE

YONSEI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에 보건대학원 역학/통계 연구

교수로 발령받은 정금지입니다. 

저는 2010년 이곳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

학하여 보건학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에

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보건대

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유전체 연구, 질병 예측 모형 개

발 등의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학에 대해 처음 배우고 연구를 시작한 곳에서 연구하

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석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 보건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를 

지금의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들은 보건대학

원의 여러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수업

을 하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면서 갚아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학부과정이 지나 석사과정 부터의 수업은 가르치고 배우

는 자리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도 매 순간마다 배우는 마음, 연구하는 마음으로 수업

을 준비하여 보건대학원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

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노력하

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건강증진학과 연구교수 정금지

학생대표 ASAMOAH ASARE

It is a privilege and an 

honor for me to represent my 

colleague graduates to deliver 

the graduation speech. Today 

marks the end of the first 

group of the department and 

indeed the beginning of 

renewing the global efforts in 

combatting the dangers of 

global health threats.

Our 17-month stay in Korea has modelled us on 

the path of the wonderful and rich values and 

cultural tenets amalgamated in the Korean History 

which in no mean way, has immensely contribut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 graduat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for that matter Yonsei University, 

I would like to particularly appreciate my colleagues 

for the confidence reposed in me to lead a group of 

10 other countries and their 19 representatives. I 

humbly feel proud for the successes we have 

collectively achieved. The icing on the cake for the 

success of the group resides in the fact that a 

number of good scientific articles are going to be 

published in prestigious international journal, a 

manifestation of hard work and commitment.

The scholarship opportunities extended to us 

and the continuous support have offered us the 

needed knowledge and skills to improve on the 

health outcomes of our developing countries. We 

solemnly pledge our commitment to making our 

expertise available in providing technical support 

on community health services, consulting on the 

national health policy development, participating 

actively in health relat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and finally take a lean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medical area as 

enshrined in the vis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To conclude I humbly request KOICA and Yonsei 

University to consider establishing a Doctor of 

Philosophy program in Global Health Security in 

the midst of the antigenic shift and antigenic drift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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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신입생 인사

YONSEI

졸업생/ 장명철(건강증진 전공)

안녕하십니까? 역학 건강증진교

육학과 장명철입니다.

먼저 뜻깊은 졸업을 축하해 주신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

가 있기까지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

지해주신 모든 학우의 가족분들께

도 학우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꽁꽁 얼었던 겨울을 지나 봄기운이 돌고 생기 넘치는 새싹들

의 기지개가 오늘 우리의 졸업을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

과 학업을 병행하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

간도 있었지만,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선

후배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된 것 같

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새로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막상 졸업하려니 화살처럼 지

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에게 이곳에서의 배움은 단순히 학문적인 역량을 향상한 

것이 아닌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

습니다. 역학건강증진 동기들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를 하며 만

난 여러 학우와의 소중한 인연들, 보건인의 밤에서 만나 환하

게 웃어주시던 선배님들, 항상 학우들을 위해 어려운 일도 마

다치 않고 미소로 도와주신 조교 및 사무팀 관계자 여러분 모

두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감사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진과 면학의 환경 속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나라 보건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졸업한 후에도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고

민하고 후배들이 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졸업하는 학우들의 건승과 변함없이 학교에서 후학

을 양성하고 계실 교수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별의 아쉬움은 추억으로, 보건인의 새 출발은 가볍게” 

신입생/ 이혜원(국제보건 전공)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세

대학교 국제보건학과의 국제보

건 전공으로 입학하게 된 신입

생 이혜원입니다. 저는 열네 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현

지 소재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

공한 후 귀국해 병원과 협회에

서 국제협력업무를 지난 6여 

년 간 담당했습니다. 

국제협력업무를 통하여 개도국의 의료진과 과학자의 역량

개발 교육을 담당하였고 일하는 내내 의료 보건분야를 심화

하여 최빈국의 의료보건 증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대학 시절 본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여주었던 삶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마

음에 담아두었던 것과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없이 존엄성

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은 외면

할 수 없다는 단순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선택한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의 기회를 다시금 마련해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다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

선에 서 있습니다. 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향후 2년 반 동

안 저는 현재 국제보건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이뤄가고 있는지 살핀 뒤 그렇다면 국

제보건학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해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또한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와 지역별 건강불평

등 현황 및 원인을 공부하여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

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제보건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제가 어디에 가 있

을지는 아직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후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현장경험을 쌓으면서 국제보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 지구촌에 산재하고 있는 건강 불평등

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떨림과 설렘

을 항상 기억하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 평등화위한 국제보건전문가를 꿈꾸며”

0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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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근무기관 소개

YONSEI

변균석(환경보건전공 4학기)

안녕하세요. 산업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전공 4학기 변균석입니

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미세먼

지, 라돈, 화학사고, 재활용 쓰레

기 대란 등 우리는 다양한 환경보

건학적인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산업안전관리의 3 분야인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은 이제 산업계를 넘

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전문기관’이란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문제를 위해 일하는 ‘한국환경

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란 이름은 많은 분들께 낯선 이

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국민가까이에

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보다 더 챙겨 보는 국

내 미세먼지 농도알림, 작년에 큰 문제가 되었던 라

돈 측정 및 컨설팅,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재활용 

쓰레기 재순환 촉진 등 우리 일상 속 환경과 관련

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의 준정

부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

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숨 쉬

는 공기, 마시는 물, 버려지는 것들의 재활용까지 

국민의 삶과 연결된 모든 곳에서 환경의 가치와 소

중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며, 건강한 물환

경 조성을 위해 국가 식수원인 4대강 및 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폐기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폐자원의 에

너지화를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

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층간소음, 빛

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생활환경 및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여 국민들

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습기살균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직접 시험하거나 독

성정보를 확보하는 등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보건학적 지식의 필요

성을 절실히 느껴 보건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배운 귀중한 지식과 훌륭하신 교수님 그

리고 든든한 학우분들이 계시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각한 환경위기는 정부, 기업, 국민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에, 대한민국 최

고의 보건전문가 보건대학원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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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 2학기 추계산행

지난해 10월 27일(토) 우리대학원 총학생회 주

관으로 2018년 정기 추계산행대회가 안산에서 

약 110여명의 학생, 동문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부 캠퍼스 투어 및 안산 

산행에 이어 2부 행사가 신촌 다사랑치킨호프

에서 장윤섭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

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시험이 지난해 11월 17일

(토) 보건대학원 각 강의실에서 전공별로 실시되었

습니다. 9개 전공에 78명(정원 70명, 정원외 8명)

을 선발하는 이번 입시에는 220명이 지원하여 

2.82: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합격자 발표 : 2018. 12. 10 (월)

1. 2018년 총학생회 주관 추계산행

2.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시험 실시

2018학년 2학기 세브란스 찬양축제

제19회 세브란스 찬양축제가 2018년 11월 

30일(금)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

니다. 보건대학원은 원종욱 원장님을 단장으로 

글로벌보건안보학과 10여개국 16명의 외국 

재학생, 조교 및 사무팀이 참가하였습니다.

3. 세브란스 찬양축제 참가

2018학년 2학기 GHSA 학위수여식

2019년 1월 글로벌보건안보 학위수여식이 1월 

4일(금) 09:30 알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의 석사학위연수 과정으

로, 20명의 1차 연수생이 보건학 석사학위를 수

여 받았습니다.

4. 2018학년도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강화 석사과정 학위수여식

2019학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월 15일(금)부터 16일(금)까지 1박 2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신입생, 재학생 및 교수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입학 

예배에서는 원종욱 원장, 이은희 총동창회장 및 

김판구 총학생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김형철 연

세대학교 철학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5.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8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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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학 

(HASANUDDIN UNIVERSITY) 보건대학원의 

MUHAMMAD SYAFAR YUSUP 교수와 건강

증진학과 학생 20명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사누딘 대학의 방문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가 ‘Health 

Promotion in Korea’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학년 2학기 졸업축하회

2018학년 2학기 학위수여식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학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방문

2019년 1월 17일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과는 김

소윤 교수 진행으로 인도네시아 SOEGIJAPRA 

NATA Catholic University와 교류로 ‘한국의 

의료법 및 공중보건법 체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

다. 43명의  현지교수 및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참

여하여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과 보건의료법윤리 전

공에 대한 소개 및 보건의료법윤리 관련 최근 이슈, 

미래의료 관련 생명윤리의 역할 등을 김소윤 교수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도

네시아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 

sity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학술적 교

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1일 저녁, 종합관 331호 및 형

제갈비에서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졸업축하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수진과 졸업생 약 50

명이 참석하여 학업의 성과를 축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학위수여식이 2월 25일(월) 

09:30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우리대학원은 석사과

정 49명의 보건학 석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또

한 정주희(최우등, 보건통계) 졸업생 외 2명이 

선정되어 우등상 및 학위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09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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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 방문

2.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학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방문

6.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축하회

7. 2019년 2월 학위수여식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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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과

- 2018년 후기 졸업생 환송회 및 신입생 환영회가 8월 31

일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축하 인사와 앞으로 함께 공부할 신입생에

게는 환영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 2019년도 병원경영학과 신년하례식이 1월 9일 종로 옥토

버페스트에서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교수님과 현재 재직 중인 교

수님과 함께 졸업하신 선배님, 재학생, 2018년 신입생이 참석

한 가운데 병원경영학과의 전통 행사인 신년하례식을 진행하면

서 병원경영학과 학생의 자부심을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2019년도 병원경영학과 홈커밍데이가 1월 25일 신촌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 김태현 교수님과 함께 병원경영

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학과 선후배간

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보건정책학과

- 2018년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보건정책관리 김현진, 

이규희, 김지혜, 박영실, 박종삼, 신정원, 이승한, 이혜은 학생

이 졸업논문 본 심사를 합격하였습니다.

- 2019년 2월 11일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

습니다. 지난 5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졸업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보건정책관리학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입

생을 환영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제보건학과

- 2019년 1월 17일 인도네시아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와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과와의 교류를 

통한 한국의 의료법 및 공중보건법 체계를 배우는 세미나를 개

최하였습니다. 43명의  현지교수 및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참

여하여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과 보건의료법윤리 전공에 대한 

소개 및 보건의료법윤리 관련 최근 이슈, 미래의료 관련 생명윤

리의 역할 등을 김소윤 교수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보건의료법윤리 전공 박상수, 국제보건 전

공 배순종, 이혜연 학생이 졸업논문 본 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 보건정보통계학과

- 2018년 9월 14일 공덕 ‘BONOBONO’에서 보건정보통

계학과 2018-2학기 개강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정모 교수님과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함께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10일 보건정보통계 강영관, 박일연, 안영

지, 이수경, 정주희, 조영롱, 강미수, 임유리 학생이 졸업논문 

본 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26일 ‘신년맞이 학과모임 행사’가 있었습니

다. 보건정보통계학과의 남정모 교수님과 조교 및 재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남산 일대로 산행을 하며 재학생, 선후배들의 더

욱 구체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였습니다.

● 역학건강증진학과

- 2018년 9월 7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역학건강증

2019년 1학기 병원경영학과 신년하례식

2018년 2학기 국제보건학과 국제 교류 세미나

2019년 1학기 보건정보통계학과 신년맞이 학과 모임2019년 1학기 보건정책학과 신입생 환영 및 졸업생 환송회

1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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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 2018-2 개강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선하, 김희진, 

이지영, 정금지 교수와 동문, 재학생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후배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

졌습니다. ㈜투비코 김호 팀장이 ‘효율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마이리써치노트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웹하드 기반 연구노트 

작성,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 10월 12일 제 50차 학과 세미나에서 ㈜제이어

스의 전진홍 대표가 ‘모션데이터 측정과 의과학 연구에 활용’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7일 제 51차 학과 세미나에서 WHO 동티

모르 사무소의 열대의학 전문가 김성혜 박사의 ‘소외열대질환 

퇴치를 위한 예방적 화학요법 (Preventive Chemotherapy 

for Neglected Tropical Diseases) – WHO 사업경험 국

가단위 소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특강에

서는 감염내과에서도 참여하여 WHO 활동의 실제와 최신 전

략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12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208

호에서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및 역학건강증진학과의 ‘제 1회 서

포터즈 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데이에는 지선

하 교수와 김희진 교수가 참석하였고, 재학생 약 10명이 모여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코호트 자료 

구축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참여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9년 2월 13일 제 52차 학과 세미나에서 보건대학

원 졸업생이자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

원 과정 중인 목예진 박사가 ‘Prognosis after myocardial 

infarction: from observational cohort study’를 주제

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 2월 28일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역학건강증진학

과 공동 학술발표회 및 SAS, MR 실습 강의가 있었습니다.

● 산업보건전공

- 2018년 10월 27일 서대문 안산 산행, 신촌 캠퍼스 투

어를 통해 산업보건 동문들과 교수님들이 인사를 나누고 친목

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8년 11월 8일 신입생 환영식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보

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2학기 첫 모임을 연경24에서 가지고 

선후배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2018년 12월 3일에 ‘연세보건인의 밤’에서 연세대학교 동

문과 교수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환경보건전공

- 2018년 10월 25~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한국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실외 대

기오염에 관련된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21~2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8 다산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

니다. Risk Perception, Communication & Governance

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 2018년 12월 1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된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에서 임영욱 교수님은 ‘실내공

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또

한 환경보건전공 학생들이 행사 도우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2018년 12월 20일 다성일식에서 환경보건전공 송년회 모

임을 가졌습니다.

2018년 2학기 역학건강증진학과 개강 모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목예진 박사 초청 세미나

2018년 2학기 산업보건학과 연세보건인의 밤

2018년 2학기 환경보건전공 2018 다산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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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 전문가과정

YONSEI

고위/전문가과정 NEWS

1. 제32기 고위과정 ‘블록체인과 의료’ 입학식 

   (2018년 10월 1일(월) 저녁 6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 특 강 :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리고 공공부문의 변혁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제 32기 고위과정 입학식

3. 2018년도 보건의료정책과정(공단·심평원 임직원 연수교육) 수료식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1시)

   - 수료자 : 16명(국민건강보험공단 11명(일산병원 1명 포함, 심평원 5명))

   - 기  간 : 2018.1. 1~2018. 12 .31(1년 과정)

   - 장  소 : 종합관 3층 303호(고위과정실)
2018년도 보건의료정책과정 수료식

4. 제 32기 고위과정 ‘블록체인과 의료’ 수료식

   (2019년 1월 21일(월) 저녁 6시)

   - 장 소 : 그랜드 힐튼호텔 플라밍고룸

   - 특 강 : ‘블록체인과 의료’를 수강하고

              (양송현 : GC녹십자의료재단 부사장)
제 32기 고위과정 수료식

2. 제32기 고위과정 ‘블록체인과 의료’ MT 

   (2018년 10월 25일(목)~10월 27일(토))

   - 장 소 : 제주도

   - 인솔교수 : 보건대학원장, 장동인 담임교수 

제 32기 고위과정 MT

1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55호 1~20p.indd   14 2019-03-26   오전 10:10:22



13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ICUH / GH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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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학기 국제사이버보건대학(Interna 

tional Cyber University for Health, 이하 ICUH) 

강의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

지 진행되었습니다. Public Health(Prof. Jong Uk 

Won, Prof. So Yoon Kim), Health System(Prof. 

Yuri Lee), System Analysis and Design(Prof. 

Young Moon Chae) 총 3과목의 강의가 진행되었으

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 25명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작년 9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진행된 제

50회 APACPH 학회에서 ICUH 발전 방안에 대한 워

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샵에서 차기 운영위원회 

일자에 맞추어 ICUH MOU 기관별로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강의 컨텐츠 발전 계획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

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개발 예정인 강의주제는 Health 

Promotion, Occupational Health, Health 

System, Health Informatics, Maternal Child 

Health, Nutrition, Health Law and Bioethics, 

Community Health Nursing, Global Health가 

있으며, 향후 ICUH 강의의 질적 및 양적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세브란스 찬양축제에 총 14개 팀이 참여하였으

며, 글로벌보건안보학과 1차와 2차 교육과정 재학생이 

보건대학원 호산나팀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원종욱 보건대학원장을 단장으로 글로벌보건안보학

과 11개국 16명의 외국인 학생과 보건대학원 학생, 국

민건강증진연구소, 조교 및 사무팀이 함께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준비하여 선보였습니다.

2017년 9월에 입학하여 18개월간 5학기의 석사학

위과정을 마친 글로벌보건안보학과 1차 교육과정 학생

들의 학위수여식이 2019년 1월 4일 오전 11시에 알

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11개국 20명의 학생들이 보건

학석사(글로벌보건안보예방전공)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에티오피아의 Mulualem Desta Melaku 졸업생이 

최우등상을, 그 외 2명이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서원석 주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원

종욱 보건대학원장이 졸업식사를 하였고, 이은희 동창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 이민정 

과장이 기념품 증정과 함께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답

례로 학생대표 Asamoah Asare가 졸업식사와 함께 

학교 측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학위수여식을 마친 1차 교육과정 학생들은 2019년 

1월 5일부터 9일 기간 동안 본국으로 순차적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2019년 2월 1일 종합관 319호에서 

글로벌보건안보학과 2차 교육과정 재학생들을 위한 문

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명근 글로벌보건안보학과 신임 주임교수(2019.3.1. 

발령)와 안동일 교수, 윤문수 교수, 강선주 교수,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 4명, 글로벌보건안보학과 13개국 19

명의 재학생, 국제보건학과 재학생 및 사무팀이 함께 모

여 윷놀이와 제기차기,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여 한국 문

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CUH/GHSA NEWS

2018학년 2학기 글로벌 보건안보학과 설 명절 문화교류 행사

1. ICUH(International Cyber University for Health) News

2. GHSA(Master’s Degree Program in Global Health Secur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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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정

YONSEI

■ 노재훈 교수
●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러시아 Saint 

Petersburg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able Energy Trends, 2018’ 참관하였습니다.

● 2018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

슈켄트에서 TIPME 교수진 대상 역학연수프로그램에 참

석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

최되는 ‘Asian network of occupational hygiene con 

ference’ 참석해 ‘A Study on the Radon Concentration 

in the Office’ 포스터 발표하였습니다.

■ 원종욱 교수
● 201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서 개최된 International Forum on Disability 

Management에 참석하셨습니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가이드 개발을 위

한 상병 선정 및 개발방식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고용노

동부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삼성환경연구소의 ‘희귀질환의 체계적 문헌 

고찰’의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진하 교수
● 대외활동으로는 수협중앙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임시위원장, 한국직

무스트레스학회 학술위원장, 직업환경의학회 빅데이터 위

원을 맡고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 구축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형바이오헬

스빅데이터산업단’, 신입기초교원연구비로 ‘근로자건강검

진에서 흉부방사선 영상에 대한 기계학습(딥러닝)의 활용’

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상규 교수
● 지난 8월 4년간 봉사했던 의료원 해외사업단장직 임

기를 마쳤고 보건대학원 부원장으로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의료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s-MBA 프로그램의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 국제부회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

사, 아시아 최대 의료관련 컨퍼런스인  Korea Healthcare 

Congress program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 소방청의 의뢰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지선정 및 설

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학회와 병원, 기

업 등에 초청받아 미래의료와 병원 경영전략에 대해서 강

의하였습니다. BMC medical education, 병원경영학

회지 등에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김태현 교수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시 정신건강체계 연

계 방안’ 연구의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편 저술에 공저자로 참

여하였습니다. 

● 현재 연세의료원 IRB 위원, 한국병원경영학회 편집

위원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이사, 한국보건행정

학회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내, 국외 논문: 병원경영학회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

재하였습니다. 국외 저널인 PSYCHIAT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등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정우진 교수
● 현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Optimal Social Insurance, 국가 간 

건강보장제도 성과비교, 성인 비만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 

노인 사망률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박은철 교수
● 2018년 9월 19일 대한외과학회 리더십간담회에서 

‘외과수가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9월 29일 제7회 미래

의료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안과 

대책’, 11월 1일 대한외과학회에서 ‘외과수가 발전방안’, 

2019년 1월 18일 제4회 예방의학 공중보건과 함께 하는 

의대(의전원)생 캠프에서 ‘예방의학이라는 전공: 그 매력과 

가치’, 제1회 건강향상 정책관리포럼에서 ‘자살시도자의 통

합적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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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현재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

학원 보건학과 교수,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보건대

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전공지도교수, 의과학연구처장 및 

의료원산학협력단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및 제3

분회장,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위원, 현지조사선

정심의위원회 위원 및 신포괄협의체 위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평

가위원 및 객원연구위원,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보건 운영

위원회 위원 및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지원재

단 지원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일산

병원 연구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보건행정학

회 이사,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대

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 대한보건협회 이사, 대한암학회 

이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진행한 연구과제로는 국가암정복추진사업

단의 소아암 생존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적응 평가, 보건복

지부의 효율적 부당청구관리 방안, 대한외과학회의 외과수

가 발전방안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 게재한 논문은 국내논문 17편과 국제논문 

43편입니다.

■ 장성인 교수
● 2018년 10월 19일 Korea USA symposium on 

Hospital Medicine에서 ‘Introduction and Progre 

ssion of Hospital Medicine in Korea’을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8일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토론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5일 The 18th Annual 

Meeting of Japanese Society of Hospital General 

Medicine에서 ‘Introduction and Progression of 

Hospital Medicine in Korea’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수

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 보건행정학회지 편집

위원, 대한예방의학회 평생연수교육특별위원회 간사, 한국

사회보장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발표한 학술논문은 국내잡지 4편, 국제잡지 

8편이며, 현재 5개의 연구과제 (의사인력의 수급과 구조

개편 및 계획에 관한 연구, 소아암의 역학 및 사회경제적 

통합연구,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평가와 3차 개편의 

방향성 제시연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타당성 및 비용추

계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정모 교수
● 2019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식품의약안전처, 심사평가원 등에 관련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러 임상분야와 공동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2편의 논문을 저술하였

습니다.

■ 박소희 교수
● 교내에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료원의 IRB에서 통계전문심사위원으로, 교외에서

는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협회 이사, 중앙

암역학조사반 반원,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

구기획위원회 위원, 국가정밀의료 운영위원회 위원, 국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와 한국역학

회의 교육위원장, 대한암학회지 편집위원,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학술지의 Statistical 

Editor, Frontiers in Oncology 학술지의 Associate 

Editor 등 다양한 학술 및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 Clin Gastroenterol Hepatol, BMJ Open, Int J 

Qual Health Care, Qual Life Res 등 국제학술지에 논

문을 출판하였고, 국책연구과제인 ‘소아암 발생 및 생존에 영

향을 미치는 모성 요인과 소아암 생존자의 포괄적 건강상태 

평가 및 의료이용 연구’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8월부터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eck School of Medicine의 Division 

of Biostatistics에서 장기연구출장 중입니다. 

■ 지선하 교수
● 2019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대한금연학회 회장, 한

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제 3기 질병관리본부 중앙인체자

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본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제 2기 담배갑 경고그림 제정 위원회 위

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자문

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교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학과 주임 교수 및 국민건강

증진연구소 소장 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암센터 등의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연

구성과로 다수 국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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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교수
● 대한금연학회 학술이사, 한국건강증진보건교육학회 

감사, 대한예방의학회지 부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필리핀 결핵관리역량강화사업 종료평

가(KOFIH)’, ‘담배첨가물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공개를 위

한 연구(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모로코, 피지 결핵사업 성

과관리협력사업(KOICA)’을 완료하고 ‘대장암 생존자 포괄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1월 담배규제 정책포럼, 2019년 2월 한

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에서 강연 및 토론을 하였

으며, 2019년 2월 국제금연학회에서 신종담배제품에 대

한 연구 두 건을 발표하였고,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식품

의약품안전청(FDA), UCSF 담배규제연구소 출장으로 담

배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8년 하반기 3편의 논문을 Epidemiology 

and health 등의 국제학술지에, 1편을 국내학술지에 발

표하였습니다.

■ 신동천 교수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부

산에서 열리는 11월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과

학기술한림원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표

로 참석하여 Science Communication 중 Risk Com 

munication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8 다산컨퍼런스 ‘포용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참석하여 위험인식과 소통에 대해 강

연하였습니다. 

■ 손명세 교수
● 학술연구과제 ‘보건의료정책사: 우리나라 보건의료 성

공신화의 원동력과 시사점’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장으로 근무중이십니다.

● 2018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세브란스-카자흐

스탄 의료협력 회의에 참석하여 세브란스와 카자흐스탄의 

국제의료 펀드 공동 운영 및 기타 의료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018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와 칭화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7회 McDONNELL International Scholars 

Academy에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을 대신하여 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에너지, 환경, 인구문제, 교육, 지속가능

성을 주제로 전 세계 명문대학(북경대학, 칭화대학, 교토대

학, 게이오대학, 홍콩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의 총장

들과 관련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연세대학교를 

대표하여 GREEN CAMPUS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 칭화대학

교에서 개최한 ‘2018 여시재포럼(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

발전)’에 Plenary Session 패널로 참석하여 지속가능발

전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 김소윤 교수
● 학술연구과제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

회·윤리적 기반 마련 연구’, ‘인간유전체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연구센터’, ‘2018년도 국회 

국제보건의료 포럼 국제심포지엄 지원 사업’, ‘연명의료 운영

체계 발전방안’, ‘글로벌 안보구상(GHSA)백서 발간’, ‘서태평

양지역 UHC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 방안 자문’을 수

행 하였으며, 현재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

발’, ‘가나 유하스대학 보건의료교육 역량강화 사업’, ‘[에모리] 

Incorporating Cross-cultural Methodologies for 

Global Neuroethics Education’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 11일 캐나다 McGill University에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사카 대학에

서 개최한 CAMPUS Asia Faculty Meeting에 참가

하였습니다.

● 2018년 9월 12일~14일 제 50회 APACPH 국

제학술대회에 집행이사로서 참석하여 Health Law 

section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 이일학 교수
● 2017년 6월 1일부터 발주된 생명윤리와 법 방법론 

연구 국제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윤리 관련 이슈 및 연

구 방법론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 28일 Genomic ELSI 포럼에서 

DTC-GT의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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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7일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추계학

술대회 종교적 인간의 미래 고찰 주제 관련 토론자로 참여

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5일 인도 St. John's National 

Academy of Health Sciences를 방문하여 제 14회 

국제 생명윤리 회의 및 7차 국가생명윤리 컨퍼런스 참관 

및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23`~24일영국 브리스톨 대학교를 방

문하여 GRN-BRIDGES program 진행 관련 좌장 및 

Discussion research theme and plan, Future 

Direc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석희태 겸무교수
● 2018년 9월 9일부터 9월14일까지 말레시아 사바 

주 소재 Sabah National University 에서 개최된 제

50차 Asia-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APAC PH)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이사

회 및 총회에서 헌장 개정안을 보고하고, WHO Collabo 

rating Center Workshop에서 좌장역할을 수행하였습

니다. 

● 2018년 10월 19일 한국법학원 주최 한국법률가대

회에서 ‘헌법과 건강권’ 주제 학술발표회에서 기조발표 및 

좌장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14일 몽골공화국 몽골국립의과대학

에서 ‘Patient Safety :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KOREA's Experiences’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

습니다.

■ 서원석 연구교수
●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코이카의 Safe 

Life For All 사업으로 시행된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

오피아 보건안보 책임자 및 감염병 관리자 초청 연수 사

업으로 13명에 대한 4주 간의 연수사업을 수행하였습니

다.  

● 하반기에 진흥원에서 공모한 건설기반 패키지형 병

언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

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및 인도네시아에 PPP 기반 병원설

립 사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현지 조사차 10월 14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키

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 3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코이카의 ‘SAARC’

보건정책 특별연수 과정의 사업 책임자로 선정되어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및 아프가니스탄 6

개국의 보건부 고위정책관리자들에게 한국의 일차보건의

료발전 경험, 건강보험제도, 암관리, 전염병 관리 정책 등

에 대해 3주간의 초청연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8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설한 국제보건전문가

양성과정의 국제협력기본과정에서 ‘국제보건 개념이해’라

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페루 리마에 소재한 유서 깊

은 산마르코 국립대학의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대학부

속병원 설립의 기초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

다. 이 대학 출신의 본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학생

이 현재 우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등, 페루 산마르코 대

학은 설립된지 250년이 넘는 남미의 명문으로 향후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명근 객원교수
● 2018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조선호텔에서 국내 

전문가 20명과 함께 아프리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CDC)와 아프리카 10개국 보건

부 고위 관료 등을 초청해 한국의 간염 관리 성공사례를 토

의하는 국제 세미나(ASOKOBI)를 주관·진행하였습니다. 

2차 국제회의는 2019년 7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 2018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EDCF) 지원으로 설

립된 탄자니아 무힘빌리 병원 운영지원 사업(KOFIH 지

원) 책임자로서 각각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2018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인 우

즈베키스탄 전염성질환 개선사업을 위해 각각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2018년 11월 KOICA 사업인 베트남 후에 병원/다

낭병원 역량강화 사업 책임자로서 각각 현지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 2018년 11월 20일 국제 보건의료재단에서 지원한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사업(몽골,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의 보건학 분야 책임을 맡아 2019년 4월까지 보건대학

원 교수들과 함께 강의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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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원 활동

◇ 후원자의 밤 개최 완료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8시 30분
    * 장소 : 영등포 CGV 6층 골드클래스
    * 행사 : 식사 및 간담회,영화관람(극한직업)

◇ 신입생 OT 참석(동창회 임원참석)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16일(토)
   * 장소 : 양평 블룸비스타
   * 행사 : 동창회장 축사 및 경품지원

◇ 전기 졸업식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 장소 : 본관 은명대강당

◇ 동문 사업장 방문
   * 일시 : 2019년 3월 19일 예정
   *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 방법 : 동문사업장 소개, 운영, 성공 사례 등 관련 지식정보 교류

◇ 보건인을 위한 특강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9월 개최 예정
   * 주제 : 동문 및 재학생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 장소 : 미정

◇ 춘계/추계 산행
   * 춘계일정 : 2019년 4월 27일, 동창회 주최
   * 추계일정 : 10월 중, 학생회 주최

◇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
   * 일시 : 2018년 12월 2일 예정(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
   *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대학원 발전 세미나
   * 일시 : 하반기 개최 예정

■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운영 활성화
   
  1. 회장단 회의 및 사무국의 정례화 된 모임 실시
   - 정기적인 모임으로 동창회와 학교의 발전 방향과 활동계획 및 협력방안 모색
  2. 사무국 운영 활성화
   -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학과&전공 단위 동문활동 지원
  3. 각 전공별, 사업장별 활동 활성화 및 지원
  4. 동문 경조사 지원 : 결혼식 화환, 장례식 근조기 지원
   - 홍보국장 김수종(mstory@naver.com, 010-6434-0543)
  5. 총동창회 회비 안내
   - 연 회 비 : 회장 50만원 이상, 부회장 30만원 이상
                  고문, 자문위원, 이사, 국장 등 10만원 이상
                 회원 5만원
   - 특별회비 : 행사 시 찬조 및 협찬
   - 동창회 계좌 : 국민은행 852502-04-266856 김보경(보건대학원동창회)
   6. 동문 연락처 수시 업데이트
   - 대외협력국장 문희영(ufono29@naver.com 010-8965-6734)
                     이승훈(donhun83@naver.com 010-6431-6552)

總

同

窓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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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원 활동

◇ 후원자의 밤 개최 완료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8시 30분
    * 장소 : 영등포 CGV 6층 골드클래스
    * 행사 : 식사 및 간담회,영화관람(극한직업)

◇ 신입생 OT 참석(동창회 임원참석)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16일(토)
   * 장소 : 양평 블룸비스타
   * 행사 : 동창회장 축사 및 경품지원

◇ 전기 졸업식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 장소 : 본관 은명대강당

◇ 동문 사업장 방문
   * 일시 : 2019년 3월 19일 예정
   *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 방법 : 동문사업장 소개, 운영, 성공 사례 등 관련 지식정보 교류

◇ 보건인을 위한 특강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9월 개최 예정
   * 주제 : 동문 및 재학생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 장소 : 미정

◇ 춘계/추계 산행
   * 춘계일정 : 2019년 4월 27일, 동창회 주최
   * 추계일정 : 10월 중, 학생회 주최

◇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
   * 일시 : 2018년 12월 2일 예정(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
   *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대학원 발전 세미나
   * 일시 : 하반기 개최 예정

■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운영 활성화
   
  1. 회장단 회의 및 사무국의 정례화 된 모임 실시
   - 정기적인 모임으로 동창회와 학교의 발전 방향과 활동계획 및 협력방안 모색
  2. 사무국 운영 활성화
   -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학과&전공 단위 동문활동 지원
  3. 각 전공별, 사업장별 활동 활성화 및 지원
  4. 동문 경조사 지원 : 결혼식 화환, 장례식 근조기 지원
   - 홍보국장 김수종(mstory@naver.com, 010-6434-0543)
  5. 총동창회 회비 안내
   - 연 회 비 : 회장 50만원 이상, 부회장 30만원 이상
                  고문, 자문위원, 이사, 국장 등 10만원 이상
                 회원 5만원
   - 특별회비 : 행사 시 찬조 및 협찬
   - 동창회 계좌 : 국민은행 852502-04-266856 김보경(보건대학원동창회)
   6. 동문 연락처 수시 업데이트
   - 대외협력국장 문희영(ufono29@naver.com 010-8965-6734)
                     이승훈(donhun83@naver.com 010-643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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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25일(토) 

       (15:00-20:00) 

장소 : 양평 KOBACO 연수원

■ 보건대학원 사물함 잠금장치 교체

일시 : 2018년 9월 중

내용 : 잠금장치 열쇠식에서 번호식으로 개선

■ 기초논문특강

일시 : 2018년 10월 5일(금)

장소 : 보건대학원 208호(컴퓨터 실습실)

■ 2018년도 보건대학원 추계정기산행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장소 : 서대문 안산

주관 및 후원 : 총학생회/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 제28대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연합회 출범식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제43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22일(목)

장소 : 보건대학원 총학생회실

결과 : 회장(김판구), 부회장(손유미, 김성진)

院

友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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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주요 일정>

    1) 학위논문 심사기간

       * 예비심사 : 4.15(월)-19(금) 

       * 본심사   : 6.10(월)-14(금)

    2) 2019-1학기 보건대학원 학생채플 및 

       우수강의교수, 우수논문 시상식

       * 일 시 : 4.10(수) 18:30 

       * 장 소 : 보건대학원 331호

    3) 2019-2학기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

       * 원서접수 : 5.1(수)-3(금)

       * 면접고사 : 5.18(토)

    4) 2019-2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 일 시 : 7.8(월) 15:00 

       * 장 소 : 보건대학원 331호

    5) 2019-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8.23(금)-24(토)

    6) 2019-1학기 졸업축하회

       * 일 시 : 8.19(금) 18:30

       * 장 소 : 보건대학원 331호 및 형제갈비

    7) 2019-1학기 학위수여식

       * 일 시 : 8.30(금) 11:00

       * 장 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공지 사항·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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