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건강한 세계를 위한 국제포럼 시리즈1
: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16:00-18:30 한국시간 / 08:00-10:30 중부유럽)

장소: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B1)
참여: 온라인을 통한 웨비나
https://forms.gle/XHHfZRuaG1Yh8nY5A

안녕하십니까?
오는 12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가 주최하고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과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후원하는
“모두가 건강한 세계를 위한 국제포럼 시리즈1 -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부각되고 위협이 증폭되었습니다. 전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 그 변종의 확산
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재 팬데믹의 결과와 종착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비상 사태의 지속은 인류 삶의 모든 측면
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대유행은 SDG 3 보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형평한 접근성
및 인권과 젠더에 대한 장벽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글로벌펀드를 비롯한 국제보건 파트너들은 현재의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3대 감염병과의 싸움을 다시 궤도에 올려 SDG 3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정책과 재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호한 행동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모두가 건강한 세계를 위한 국제포럼 첫번째 시리즈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보여준 국제보건의 확고한 리더십과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참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통보 된 분에 한하여 진행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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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팬데믹 대응과 형평성이 보장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Mr. Peter Sands 에이즈 · 결핵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사무총장

16:30-16:50

질의 응답

패널세션
진행: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
16:50-17:00

17:00-17:10

팬데믹 대응과 형평성이 보장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 국회의 역할과 리더십
최세문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기획예산팀장

코로나19 영향: 국제 결핵 사례

Cong. Dr. Angelina Tan. MP 아시아태평양 결핵퇴치의원연맹 공동의장,
필리핀 하원 대표

17:10-17:20

17:20-17:30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종식을 통한 새로운 전염병 대비와 한국의 과제
김선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자원 동원을 위한 현행 ODA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Dr. Christoph Benn 욥랑게 연구소 국제 보건 외교(부) 이사,
GPI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위원(회)

17:30-17:40

17:40-17:50

17:50-18:00

18:00-18:10

미국의 제 7차 글로벌펀드 지원 약정 회의 개최 배경과 중요성
Mr. Chris Collins 미국 글로벌펀드 친구들 회장/ 대표

글로벌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대응 계획
대한민국 외교부 (TBD)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펀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
Ms. Rosemary Mburu Waci Health 사무총장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의견
박상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

국제개발민간단체협의회 보건분과위원장, 한국국제보건의료학회장
18:10-18:25

질의 응답

폐회
18:25-18:30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글로벌펀드

저녁식사
※ 포럼은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에 대한 동시통역(한-영)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