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여성·아동 건강포럼
창립 국제학술대회
“북한 여성·아동 건강: 도전과제와 전망”

2.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3:30-14:00

등록
사회

o 일시: 2019년 3월 12일(화), 오후 2시-8시
o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

14:00-14:30

개회식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환영사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축사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소장)

1. 모시는 글

기념 촬영
1부

2018년 한해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공동체의 실현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녘 땅 여성과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가장 우선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는 UN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반도 여성·아동 건강포럼 창립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성인
지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 사각 지대에 놓인 북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고찰하고 이들의 건
강 증진을 통한 SDGs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화는 건학 이래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화는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자 여성 의학교육기관의 효시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였
고, 여성의 의료 접근성이 터무니없이 낮던 시기에 여성과 소녀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돌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화의 보구여관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한반도 여성과 아동
의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축적해 온 지식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외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을 모시고 융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여성·아동 건강포럼’을 설립하고 창립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학술·연구, 교육 및 보건 사업, 대외협력 세 가지 축
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속에서 여성과 아동이 소외되지 않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여
성·아동 건강포럼’ 창립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저명한 북한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시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 여성·아동 건강 및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조연설자로 한반도 간호리더 양성과 간호체계 통합을 위해 설립된
통일간호포럼의 신경림 대표님과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연세대학
교 국제진료소의 인요한(John Linton) 소장님이 참석하시어 최신 북한 보건·의료 동향 및 주
요 문제점들을 소개해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5년간 굿네이버스의 대북지원사업을 이
끌어 오신 이일하 이사장님과 유엔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의 프라빈 아그라왈(Praveen
Agrawal) 소장님을 모시고 북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
다. 또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
니다. 우리의 이러한 도전이 한반도 전역에 큰 울림을 만들어 낼 것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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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14:30-16:10
패널토론

북한 여성⋅아동 건강 및 보건의 위기
연설 1 신경림 (통일간호포럼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설 2

인요한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소 소장, 의과대학 교수)

패널 1

강화옥 ((사) 새조위 의료상담사)

패널 2

김효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전공의)

패널 3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간호사무관)

질의응답

전체

16:10-16:30

휴식
2부
기조연설

16:30-18:10
패널토론

북한 여성⋅아동 건강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연설 1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연설 2

Praveen Agrawal (유엔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 소장)

패널 1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패널 2

오영주 (외교부 대사, 국립외교원 교수)

패널 3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과장)

발표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I-CHANCE 설립 및 한반도 여성⋅아동 건강: 성인지적
관점에서”

폐회사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질의응답

18:10-18:30

폐회식

전체

18:30-20: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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