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가치와 중점목표
함께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더불어 통일의 꿈을 나누는 희망 기부

함께 하는 순간,
건강한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CORE VALUES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의 마음은

비전을 위해 IFhME가 추구해야 할 변함없는 가치

남과 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Unchanging Value of IFhME striving fo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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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치유와 통합을 향한

사단법인

Inter-Korea Foundation for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단체로
보건의료교육을 매개로 남북한이
소통하며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INTEGRITY

가치를 견지하며 신뢰받는 재단

FACILITATION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재단

HEALING KOREA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는 재단

MUTUAL RESPECT

입장바꿔 생각하며 존중하는 재단

황폐한 북한 의료 현실...

EXPANDED LEARNING

다양성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재단

이대로의 통일은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입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Inter-Korea Foundation for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후원 참여 방법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해주세요.

홈페이지(후원하기)를
방문하여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후원 신청하실 수 있어요.

후원 신청 및 문의 TEL 02.712.5587 FAX 02.713.5587 E.MAIL ifhme7@gmail.com www.ifhme.or.kr

MAIN GOAL
비전 달성을 위한 IFhME의 중점목표
Main Goal of IFhME for Vision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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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PEOPLE AWAKEN

건강한 통일을 위한 범시민 각성 촉진

EDUCATING HEALTHCARE PROVIDERS

통일한반도에 기여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ACTIVATING MUTUAL COLLABORATION

통일관련 국내외 조직과 적극적 협력

RESTORING INTER-KOREA EXCHANGE

남북한 보건의료교류의 복원

TARGETING FUTURE UNIFICATION

미래를 위한 한반도의 통일을 선도

한

북

한

평균기대수명

81세

70세

남/여 사망률

98명 / 40명

188명 / 115명

[인구 1천명당]

[인구 1천명당]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4명

29명

[출생 1천명당]

[출생 1천명당]

모성사망률

전염병 사망률

결핵환자 유병률

27명

87명

[출생 10만명당]

[출생 10만명당]

34명

117명

[인구 10만명당]

[인구 10만명당]

146명

511명

[인구 10만명당]

[인구 10만명당]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s 2014

교류,
그 이상의 가치
한반도의 분단선을 극복하고 화해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로고입니다.
녹색은 평화를, 새 잎사귀는
통일의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www.ifhme.or.kr

facebook.com/ifhme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4층 RUACH 13호 [도화동 544]
TEL 02.712.5587 FAX 02.713.5587 E.MAIL ifhme7@gmail.com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후원신청서

미션, 비전, 연혁

후원회원 기본정보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건강한 통일을 선도하는 재단
To lead healthy unification through
educating healthcare and medicine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보건의료교육을 매개로 남북간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건강한 통일을 선도함을 사명으로 한다.”

북한의 보건의료사업 및 교육시설 운영지원사업
●
●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김만유종합병원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 내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통일보건의료인력 육성사업
●
●

VISION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한반도 대표재단
The representative foundation providing
a sustainable inter-Korea collaboration model
through educating healthcare and medicine

통일보건의학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북한보건의료 개선에 기여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사업
●
●

통일, 북한지원,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내외 NGO/NPO와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정보 공유 및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협력

통일보건의료 학술연구사업
●
●

HISTORY

2015.02.
2015.04.
2015.05.
2015.06.
2015.07.16
2015.08.24
2015.09.04
2015.10.08
2015.10.~현재
2016.04.30
2016.06.10~11
2016.07.06
2016.07.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설립 후원회 첫 논의
재단설립 추진 결정,문용자, 김영훈 공동위원장 추대
재단설립추진위원회 발족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창립
통일부 사단법인 등록

통일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이슈 개발과 연구
북한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및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새로운 대안 모색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MISSION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모든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주요 사업
문용자 이사장

김영훈 이사

강모세 이사

경쾌수 이사

김신곤 이사

(재)통일과나눔 공동대표
대한의사협회고문

前 고대안암병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내과 교수

평양과기대
의학부설립부총장

(사)하나반도의료연합
상임이사, 개포내과의원 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과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의료선교대회 참가
북한보건의료 저널 분석 연구 지원
하나반도의료연합 세미나 후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 집 □ 직장

우편물 받을 주소를 적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신청 □ 예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아니오
후원금액 □ 월 1만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월 10만원 □ 기타: 월

김희숙 이사

문정림 이사

배순희 이사

이수구 이사

이순남 이사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前 국회의원

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前 총재

前 이화 의료원장 겸 부총장
이화여자대학교 내과 교수

납
□ 자동이체(CMS)

부

방

원 □ 일시: 월

원

법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 의뢰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신 후원금액을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매월 5일 □ 매월 25일

이체일

-

[CMS 출금이체 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의사 표명이 없으면 12개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간의 이체기간 경과 후 매년 자동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윤주 이사

장문임 이사

전영구 이사

홍양호 이사

유시은 상임이사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고엘친구들 대표

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한미약품 고문

前 통일부 차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교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
하여 문자 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신용카드납부를 신청하신 경우, 후원담당직원이 전화 드려 안전하고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 직접계좌이체(무통장 입금)

후원계좌 : 국민은행 695037 - 01 - 003152

예금주 :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기수 고문

권오용 감사

김희수 감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부자 명단 공개(뉴스레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안내사항 전달, 기부 제안, 기부금영수증 발행, 우편물, 뉴스레터,

前 고려대학교 총장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회계사무소 대표

문자메시지 발송, CMS 출금(대상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기부
금액,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이체일 보유 및 이용기관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 요청 시까지 유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김만기 자문위원
남성욱 자문위원
손현진 자문위원
이승율 자문위원

l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후원이사
l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l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l (주)반도이앤씨회장,

김인동 자문위원
박상은 자문위원
정대진 자문위원

l 서울시의정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
l 안양샘병원 의료원장
l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 3자 제공

김윤섭 운영위원
서임선 운영위원
신종철 운영위원

2016 발전전략워크샵 개최

유신일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장학금 수여

이은숙 운영위원

통일부기획패널 지원사업 선정

최풍남 운영위원
제갈점선 운영위원

l 효도신문 편집이사
l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l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l 평양/연변과기대 대외부총장
l 세계기독간호재단 한국지부 회장
l 인니인베스트먼트(주) 대표

l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
l 동남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
양유식 운영위원 l 서울스타일치과
이범진 운영위원 l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장
전은영 운영위원 l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홍순철 운영위원 l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희진 운영위원

신은상 운영위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출금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

성명,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기부금액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주소

(주)나이스정보통신

기부금의 결제

성명, 카드사,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위탁업무내용

위탁정보

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창립기념식
통일보건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이름(기관명)
생년월일

위탁 처리
위탁받는 자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 데이터 및 기부금 결제정보

기부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및 후원금 결제정보

관리,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본인은 위와 같이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 후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

(서명)

예금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