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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리스트



2016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경희대학교 해외 주요 국가와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통해 본 우리의 과제 김양균　

2 대한의학회 미래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이윤성

3 사회공헌협의회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활동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하은희

4 고려대학교 한국노인에서의 체중변화와 우울 및 자살 생각과의 관계 김양현

5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1차 의료기반 당뇨병 환자 등록교육의 혈당관리 효과 평가 이순영

6 연세대학교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연구 정금지

7 원광대학교 대장내시경시 복압 증가에 의한 안압 변화의 관계 규명 박준성



2015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 관리제도 조사 박실비아　

2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의료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위한 판례연구 이경권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확산체계 방안 연구 최미영

4 가톨릭대학교 특수건강진단 폐기능 판정기준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명준표

5 연세대학교 만성신장질환 지표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 연구 조어린

6 단국대학교 비만과 신장기능의 연관성 이정배

7 연세대학교 젊은 연령 건강 검진자에서 담낭 질환 유병율과 위험 인자 박준성



2014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사업 개발 방안 김수경

2 이화여자대학교 모노크로탈린으로 유도된 폐동맥고혈압백서에서 Sildenafil 치료 효과와 최적 진단 지표 개발 홍영미

3 고려대학교 젊은 연령군에서 대장신생물의 유병률 이선일

4 연세대학교 허벅지 둘레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지선하

5 성균관대학교 건강진단 결과서 디자인(앱,전자메일,홈페이지및문서)을 위한 결과설명 로직 및 컨텐츠개발 김수근

6 경희의료원 모바일 헬스케어 중재 기법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 이상열

7 성균관대학교 그람 음성균에서 콜리스틴heteroresistance 분포 및 특성 연구 고관수

8 을지대학교 건강검진 수검 및 종류별 수검여부의 결정요인 설재웅



2013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권순만

2 부산대학교 다문화가족의 건강정보이해능력 (Health Litercy)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박병현

3 청주대학교 노인 건강운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구철회

4 인제대학교 Health Risk Appraisal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 강성홍

5 성균관대학교 국내 카바페넴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분포 및 특성 연구 고관수

6 고려대학교 혈장 내 microRNA-33 발현과 노화와의 연관성 연구 조경진

7 한국EA학회 이용자 특성 기반의 건보 및 민간검진 연계를 위한 검진정책 연구 최영진



2012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서울대병원 신뢰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법령 개선방안 연구 권용진

2 법무법인 광장 의료기관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에 관련한 세부과제 홍승진

3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의 특성별 적정병상 규모 추정 및 수익성 검토 이윤태

4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소 방안 한동운

5 분당서울대병원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치매 노인 실폼 예방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김기웅

6 연세대 보건대학원 KMI 코호트의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위험요인 양상 및 관련요인 분석 김희진

7 고려대 산학협력단 혈장 내 microRNA-33 발현 및 기능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죽상동맥경화증 기전 연구 조경진

8 을지대 소변 중 생체지표 분석을 통한 성인남녀의 비스페놀과 트리클로산 노출수준 평가 및 
잠재적 건강영향 연구 고영림

9 서울 아산병원 검진에서 발견되는 심전도 조기 재분극 환자의 장기 예후 관련 인자 및 심장사와 관련된 
특성 연구 남기병

10 가톨릭대 사업장 근로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 개발 – 콜센터 근로자 대상 김순례

11 제주대 KMI 암검진사업의 타당성 및 유용성 평가 
배종면, 

신상엽



2011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대한의사협회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개발 연구 박재희

2 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연구 박재산

3 고려대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와 PRELI 유전자의 상관성 연구 이승관

4 극동대 대사증후군이 다른 만성질환 유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 연구 이은희

5 극동대 골질환과 대사성 스트레스 질환의 역학연구 및 골질환 타겟 유전자들의 연관분석 오지은

6 한국EA학회 U-Healthcare를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 차별화 및 다각화 방안 최영진

7 동국대 교대근무의 대장직장 용종에 대한 영향 정경숙

8 연세대 건강검진기반 코호트 추적 및 코호트를 이용한 역학 연구 윤지은

9 동국대 기업건강증진 기초자료 제공 프로그램 개발 안연순

10 성균관대 국내 카바페넴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분포 및 특성연구 신정배



2010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신사 제도 도입방안 이윤태

2 대한의사협회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조인성

3 경희대산학협력단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관한 연구 김양균

4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김홍빈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병원 육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이윤태

6 고려대학 최근 5년간(2005~2009)의 한국 직장 성인 만성 주요질환 유병률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조경진

7 충남대학 우리나라 성인에서 혈청 지질성분비가 허혈성심장질환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 평가: 
코호트 연구 이태용

8 울산의대 비만환자에서 체중 감량 후 삶의 질의 변화 박혜순

9 이화여대 고혈압 동물 모델에서 losartan 투여 후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유전자발현에 대한 연구 홍영미

10 인제의대상계백병원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추이 및 특성: 국민건강 영양검진조사(1998~2009) 
자료 심층 분석 박미정



2009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연세대 산학협력단 건강검진기반 코호트 구축 및 재방문자 시스템개발을 통한 역학연구 윤지은

2 고려대  학협력단 한국직장인의 건강관련형태에 따른 유질환율에 관한 연구 조경진 

3 서울대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향정신성 물질 사용 실태 조사 정효지

4
한림대학성심병원

산학협력단
제2형당뇨병환자에서 경동맥죽상동맥경화증의진행에 미치는 초기 아디포넥틴 농도의 영향 김철식

5 KMI 광주센터 대장용종과 혈청지질의 관련성 연구 김상용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호조무사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체계 재정립 정영호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 안마사제도 운영실태 및 안마사 소득지원 사례에 관한 연구 박재산

8 서울대 산학협력단 21세기보건의료체계발전 방향 연구 권순만

9 한양대  학협력단 개방 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동운

10 아주대  학협력단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동서의학 암 진료 협진 사례 분석 전미선



2008년 연구사업 시행현황

No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자

1 보건산업진흥원 유사의료행위 제도화 방안 연구 이윤태 

2 대한산부인과학회 3차 병원에서 시행된 제왕절개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 비교연구 조용균 

3 대한대장항문학회 3차 병원에서 시행된 선택적 대장절제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 비교연구 이우용 

4
대한병원감염

관리학회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전문 자문단 운영 및 평가 김준명

5 대한간호협회 전국 간병인 운영실태 파악 및 간병인 양성기관 현황조사 황은희 

6 연세대학교 혈청 아디포넥틴 측정과 신장 기능의 관련성 연구 설재웅 

7 고려대학교 관동맥 연축과 B-type natriuretic peptide와의 관계 박창규 

8 서울대학교
폐경 후 여성 검진자에서 측정한 골밀도와 다중 채널 심장 단층화 촬영으로 촬영한 석회화 지수를 통한 혈관석회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최성희 

9 아주대학교 건강증진센터의다각화를  통한 경영활성화 및 건진 서비스 제고 방안 정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