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2:00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추계학술대회 : 지방정부에서의 건강불평등 정책 의제화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주최

사회: 정최경희(이화여대) ,공식 언어: 한국어(통역 제공되지 않음)

10:00-10:05 환영사 강영호(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

10:05-10:25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언론에 의한 건강불평등 프레이밍 방식 분석 손정인(국립중앙의료원)

10:25-10:50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적 리더들이 건강불평등 이슈를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가?
 박지은(한국한의학연구원)

10:50-11:20  지방정부의 보건기획에 형평성 지표 고려하기 정백근(경상대학교)

11:20-12:00
패널토의

장원모(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양중(한겨레신문)

12:00-13:00 점심식사(샌드위치 제공)

13:00-18:00 Asia-Pacific Conference on Health Equity and SD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주최

사회: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공식 언어: 한국어, 영어(한-영 동시 통역 제공)

13:00-13:05 축    사 Greetings 권준욱(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13:05-13:10 환영사 Welcome Remarks
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강영호(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

13:10-14:00
지속가능개발 시대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Monitor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SDG era

마이클 마못 Michael Marmot 
(Institute of Health Equity,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14:00-14:40
호주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30년의 경험: 정책과 실천에 미친 영향
Thirty years of monitoring health inequality  in Australia: 

with what impact on policy and action?

존 글로버 John Glover
(Public Health Information Development Unit, 

Torrens University Australia)

14:40-15:20
뉴질랜드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과 정책 반응 
Monitoring health inequalities and policy responses in New Zealand

토니 블레이클리 Tony Blakel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Otago, Wellington,  

New Zealand; and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15:20-16:00
일본의 건강과 보건의료 재정 불평등 모니터링 
Monitoring inequalities in health and healthcare financing in Japan

히데키 하시모토 Hideki Hashimoto
(School of Public Health, Tokyo University, Japan)

16:00-16:40
한국의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결정요인 모니터링
Monitoring inequalities in health and SDoH of health in Korea

김동진 Dongjin Kim
(KIHASA, Korea)

16:40-17:10
WHO 서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추진 

Adv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WHO Western Pacific Region

키라 포츈 Kira Fortune
(Equity and Social Determinants, 

Division of Health Systems, WPRO)

17:10-18:00
패널 토의

정최경희(이화여대), 정    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정(정책결정자) 

주    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9: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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