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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건강 정의
Peace and Health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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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동시통역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