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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초대의 글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평화와 건강 정의(Peace and Health Justice)”라는 주제로 2019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가을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점령 하에서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또한 한국전쟁과 뒤이은 냉전시대, 특히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을 경험한 

한국사회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격동이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학술적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1985년과 2017년에 각각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PNW(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의 공동대표이자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초대의장을 역임했던 호주 멜버른대 틸만 러프

(Tilman Ruff) 교수, 역시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회’ 전임 의장인 미국 예일대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Unni 

Krishnan Karunakara) 교수와 함께, 동아시아 전쟁과 젠더 이슈를 연구해 온 성공회대학교 이임하 교수 등 특별한 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쟁과 정치적 긴장, 갈등 상황으로 초래된 건강 피해의 불평등, 평화 이행 프로세스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정의 

이슈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통역도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2:30-13:00 등    록 Registration

13:00-13:20 환영사 Welcome Remarks

사회: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Myoung-Hee Kim (People’s Health Institute)

13:20-14:10 [기조강연] 평화군축 시대의 건강정의
[Keynote Lecture] Health justice in the era of peace and disarmament

틸만 러프 Tilman Ruff  
Public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 physician,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Co-President of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ounding chair of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14:10-15:10 [세션 1] 전쟁, 폭력, 그리고 건강 피해의 불평등 
[Session 1] War, violence, and inequalities in its health impacts

사회: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Myoung-Hee Kim (People’s Health Institute)

14:10-14:40 전쟁과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위기
Public health crisis in war and conflict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 Unni Krishnan Karunakara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of Public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Yal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YSPH Global Health Concentration,

Former International President of Médecins Sans Frontières/Doctors Without Borders (MSF)

14:40-15:10 여성, 전쟁의 침묵을 깨다 - 전쟁과 젠더
War, peace, and gender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Imha Le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15:10-15:20 휴    식 Coffee Break

15:20-16:20 [세션 2] 정의로운 이행을 찾아서
[Session 2] Searching for just transition

사회: 정최경희 (이화여대)
Kyunghee Jung-Choi (Ewha Womans University)

15:20-15:40 남북한 건강 상태와 평화 시대의 연구 과제
Health status in two Koreas and research agenda in the new era of peace

강영호 (서울대학교)
Young-Ho K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5:40-16:00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문제: 현황과 도전과제
Health problem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정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Youn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6:00-16:20 난민 건강문제와 한국사회의 대응
Health issues of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Korean society

김영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Youngsoo Kim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16:20-16:50 종합 토론 Plenary Discussion

16:50-17:00 폐회사 Closing Remarks

┃등록 안내: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현장 등록만 진행합니다.)

┃학회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학교나 소속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취약한 독립연구자, 전업 학생, 활동가를 위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신청자의 자산 실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이 없고 재정도 몹시 취약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분들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ealthequity@naver.com).

① 학회 등록비 50% 할인

② 교통비 지원: 비수도권(영동, 충청북도 이남) 지역 고속버스 기준 왕복 비용 현금 지급(영수증 증빙은 필요 없으나, 기준 금액 제시 필요)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버스(창경궁입구 하행(A))

- 파랑(간선버스): 100,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 빨강(광역버스): 6011

┃버스(창경궁입구 상행(B))

- 파랑(간선버스): 151, 171, 172, 272, 601

┃마을버스

- 종로3가역(1,3,5호선) 9번 출구 ‘종로12’ 마을버스이용

┃지하철

- 혜화역(4호선 당고개~오이도) 3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