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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서울의료원 개원 40주년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13:00 ~ 17:30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초대의 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각계의 귀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건강·공공의료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 및 「서울의료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공공의료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를 빛내 주시길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12:30~13:00(30‘)

등

록

개회식
13:00~13:20(20‘)

개회사 :

이영문ㅣ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축 사:

박양숙ㅣ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기조강연
13:20~13:50(30‘)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창엽ㅣ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Session 1. 미래건강도시 서울 :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13:50~4:30(40‘)

좌 장 : 박찬병ㅣ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95%를 준비시키는 5%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계획수립과 실행(서울의료원 사례 중심으로)
김민기ㅣ서울의료원장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전략
임 준ㅣ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4:30~15:00(30‘)

지정토론 :

이건세ㅣ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승연ㅣ성남시의료원장

종합토론
15:00~15:20(20’)

Coffee Break

Session 2. 미래건강도시 서울 : 건강형평성 현실과 향상방안
15:20~16:50(90’)

좌 장 : 김 윤ㅣ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세계 주요 국가 건강 형평성 : The Role of Law in Improving Health Equity
Sara E. AbiolaㅣAssistant Professor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umbia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서울의 건강형평성 : 서울의 건강형평성 문제와 대응 전략
나백주ㅣ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국제보건에서의 건강형평성 : 개도국의 1차 보건의료와 도시 보건 이슈
이훈상ㅣ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전문관
미래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건강형평성 실천 방안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그 의미
이영문ㅣ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16:50~17:30(40’)

지정토론 :

우석균ㅣ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명희ㅣ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센터장

임종한ㅣ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종합토론

참여신청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귀하의 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이메일주소 : seoulhealth2017@naver.com (참여신청기간 : 2017년 10월 17일 ∼ 2017년 10월 27일, 참가비 무료)
당일 찾아오시는 약도, 주차권 등 세부 안내는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 해드립니다

총괄문의ㅣ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청희 (02-2126-4724)

참여안내문의ㅣ홍현석(02-2126-4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