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지속가능개발시대를 위한
준비와 대응
Preparations and Implications for
Sustatinable Development of Global Health in Korea

I 일 시 I 2015. 11. 24 (화) 9:00~17:30
I 장 소 I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I 등 록 I http://goo.gl/forms/51m38Y13E1
에서 참가 신청서 작성
일정

구분

주제(안)

09:00~09:30

등록
개회사: 홍성태 학회장
축사: 김우경 의무부총장 (고려대의료원)

09:30~09:45

개회식

09:45~10:15
(30분)

기조강연

제목: UN 개발정상회의 및 2030 지속개발목표 (SDGs)
연자: 김인 전략이사 (KOICA)
좌장: 최재욱 교수 (고려대)

오전

10:15~12:00
(각 섹션 당 20분,
마지막 10분
Q&A 및 토론)

심포지엄

1 끝나지 않은 우리의 과제 MDGs

최재욱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담배, 우리의 오래된 적

이성규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TRIPS, 의약품의 보편적 접근을 위하여 김한나 교수 (연세대학교)
4 출생등록, 아이에게 권리를 부여하다

강민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5 Global Health Security

이유리 차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ICA 보건전략(2016-2020)의 방향성 논의
오충현 전문관 (KOICA)

12:00~12:30
12:30~13:30
(60분)

중식

이사회
세션 1.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좌장: 서경 교수 (연세대)
1 Adolescent Reproductive Health

13:30~15:00
(90분)

서경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girl's health)
2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김은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3 Chhaupadi culture and reproductive 김춘배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health of women in Nepal
세션 2. Role of Private Sector in Global Health
주제 별세션

좌장: 이기섭 (Medicine for Malaria Venture) / 윤상철 (국립의료원)
1 국제보건에서의 Private-Public

이기섭 대표

Partnership의 현황과 발전방향

(Medicien for Malaria Venture)

2 Private-Public Partnership Program의
13:30~15:00
(90분)

최응섭 상무 (Merck Sharp &

성공 사례 : Mectizan Program from MSD

Dohme Corp, MSD)

3 제약회사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신장식 부장 (신풍제약)
-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이상백 과장

4 KOICA의 민간기업과 협력 추진 현황과

(한국국제협력단 혁신파트너쉽)

향후 추진 방향
- 패널 토의 : 45분 (Big Impact and Sustainable Impact from Private)
이기섭, 윤상철, 최응섭, 신장식, 이상백, 송진성(KOICA 보건전문관)

15:00~15:40
(40분)

휴식 및 포스터 세션

오후
세션 3. 학교보건과 소외열대질환
좌장: 채종일 교수 (서울대 기생충학,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
1 지역사회 기반 참여형 건강증진 모델

권은주 팀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개발 : 인도네시아반다아체 초등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15:40~17:10
(90분)

2 교육 ODA 전문관의 시각에서 본

장은정 교육보건전문관 (한국국제협력단)

학교보건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3 림프사상충의 글로벌 관리사업 현황과 김성혜 전문관 (전 WHO 피지 주재,
전망

전 KOICA 다자협력실)

4 열대보건의료의 핵심 개념:
주제 별세션

풍토, 문화융합, 적정

이종찬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열대학연구소)

세션 4. Principles of Disaster Relief in the Health Sector
좌장: 오승민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1 유엔난민기구에서의 난민보호활동
원칙 및 사례

15:40~17:10
(90분)

채현영 법무담당관
(UNHCR 한국대표부)

2 IOM의 난민 및 긴급사태에서의 의료지원활동 박미형 소장 (IOM 한국대표부)
제약회사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3 네팔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토대로 본

박태진 교수 (국립의료원)

보건의료의 긴급구호 원칙
4 재난 저널리즘
17:10~17:30
(20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KBS)

학생 포스터(연구) 시상 및 폐회식

I 사전등록안내 I
1. 등록기간 : 2015. 11. 2(월) ~ 11. 20(금)
2. 등록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일반

35,000

40,000

학생

25,000

30,000

점심식사와 자료집 비용 포함

3. 등록방법(계좌번호: 하나은행 576-910014-57005 예금주: 최재욱)
http://goo.gl/forms/51m38Y13E1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72-7780, globalhealthkorea@gmail.com)

I 주 관 I 국제보건의료학회
Korean Society of Global Health

I후원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