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핵심역량 강화 아카데미
Global Health Core Competencies Development Academy
■ 아카데미 소개
한국사회 내 국제보건 이슈 및 아젠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 활동가
및 학생들의 국제보건교육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 사업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유입됨에 따라 국제보건 전문 교육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디피스는 개발협력연대(DAK), 한국국제개발협력센
터(KIDC)와 협력하여 국제보건 핵심역량 강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
니다.

1. 목표
○ 현 국제보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전문적인 국제보건 인력 양성
○ 국제보건대학협의회(CUGH, Consortium of Universities for Global
Health)의 6개 핵심역량에 기초한 공통적인 국제보건 핵심역량 강화
○ 국제보건 사업 기획 및 수행에 있어 실무 위주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국제보건 사업에 적합한 역량기반(competency-based)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2. 관련기관
○ 주최: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 주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DAK 보건의료 분과위원회, (사)메디피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4일 ~ 6월 3일, 토요일 10:00 ~ 12:00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4. 교육대상
○ 모집인원: 23명
○ 개발협력연대(DAK) 회원기관 종사자는 우선적으로 참가 가능함
○ 국제개발 및 국제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실무 유경험자
○ 국제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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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
○ 6개의 모듈로 각 모듈별 2회 강의, 총 12강의로 진행
○ 모듈별 2주 연속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1개 모듈이 완료되면 1주간 Break
○ 수강생들은 최종 과제물로 1개의 컨셉페이퍼(약 6페이지 분량)를 작성하고,
컨셉페이퍼는 DAK 혁신 파트너십 사업 아이디어로 제안됨

6. 커리큘럼
순서

날짜

대표
강사

주제

탁상우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 질병과 사망의 주요원인과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지역 간 차이, 국제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사업

김명희

건강형평성 및 사회정의
-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지리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 전
략의 분석 프레임워크

김선영

시스템적 접근과 전략적 분석
-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
게 연관된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사업개발

신상문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 지식, 기술,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국제보건 프로그램, 인프
라,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보건 수요를 충
족하는 방법

강성욱

국제보건 사업 성과관리
-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수준을 개선하는데 지속적
으로 필요한 국제보건 사업 기획, 수행 및 평가

신상문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십, 의사소통
- 사업, 연구,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제보건환경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식별, 섭외하고 그들과 협렵할 수 있
는 역량을 개발하여 파트너간, 그리고 팀내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

2017. 2. 4
모듈1
2017. 2. 11
2017. 2. 25
모듈2
2017. 3. 4
2017. 3. 18
모듈3
2017. 3. 25
2017. 4. 8
모듈4
2017. 4. 15
2017. 4. 29
모듈5
2017. 5. 13
2017. 5. 27
모듈6
2017. 6. 3
2017. 6. 17

수료식 및 사업 아이디어 발표

※ 2월4일 첫날은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30분 진행 후, 수업이 진행됩니다(오전10시~12시30분)

- 2 -

7. 강사진
주제1 : 탁상우 사업국장
- 현) (사)메디피스, 사업국장
- 현)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겸임교수
- 전) 미 국방부(JPEO-CBD/BSP), 수석역학조사관
- 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선임연구원
주제2 :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 현)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센터장
- 전) 하버드대학교, 연구교수
- 전) 을지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
- 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전문의
주제3 : 김선영 교수
- 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전) 텍사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 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컨설턴트
- 전) 하버드보건대학원, 연구원
주제4&6 : 신상문 사무총장
- 현) (사)메디피스, 사무총장
- 현) 개발협력연대(DAK), 운영위원
- 현)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
- 현) 한국의료민간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주제5: 강성욱 소장
- 현) (사)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소장
- 현)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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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가비용
○ 일반인: 5만원
○ 대학생/대학원생: 3만원
○ DAK 회원기관 종사자: 무료

9. 참가신청방법
○ 이메일 서류 접수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2017.1.27(금)까지)
- 합격자발표(2017.2.1(수) 메디피스 홈페이지 게시예정)
※ 서류전형(입학원서 양식은 메디피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강의 커리큘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 전화: 070-7090-7839
○ 이메일: yura.lee@medi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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