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세계보건개혁정상회의(WISH), 획기적 연구와 의료 혁신 발표

(도하, 카타르 2015년 2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80여개국 이상의 의료 지도자들이 오늘,
세계 의료의 미래에 변혁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최신 연구와 아이디어, 의료 혁신을 배우기
위해 세계보건개혁정상회의(World Innovation Summit for Health, WISH)에 모였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49051-world-innovation-summit-health-2015/

정상 회의 첫날에는 세계 지도자, 정책 입안자, 의료 전문가들이 제2형 당뇨병의 확산 해결,
치매와의 싸움, 환자 안전 향상, 전반적인 의료 보험 개선, 어린이 정신 건강 악화 해결 등을
포함한 가장 시급한 세계 의료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핵심 의료 안건들에 대한 패널 토의는 물론, 환자 치료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료 혁신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 의료
고문인 Don Berwick 박사를 포함한 연사들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또한, 3D 프린터로
제작된 인공 기관과 가상 수술 시뮬레이터, 새로운 모바일 건강 앱 등을 포함해 회의에서
소개된 전 세계의 획기적인 최신 혁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정상 회의 둘째 날에는 패널들이 증가하는 암 발병률과 치료비, 복잡한 메시지 전달과 에볼라
위기 처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WISH는 80여개국, 1000여 명 이상의
대표들을 초대해 더욱 효과적이고 누구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실생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 해결 방안을 전달한다.

또한, 이번 정상 회의에는 두 가지 특별 패널 토론이 등장한다. 하나는 오늘 열린 유전체학과
개별 의료의 미래(Genomics and the future of personalised medicine)에 대한 토론이고, 다른
하나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하버드 대학교, Save the Children 공동 주체로 내일 열리게
되는 신생아와 모성보건(Newborn and Maternal Health)에 대한 토론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정상회의 기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해결
방안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모인 연구 및 사례 연구들을 검토하는 9개 주요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 과학,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카타르 재단(QF) 이사장인 Sheikha Moza bint Nasser 왕비가
설립한 WISH는 카타르 재단의 계획이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세계의료혁신협회(Institute of Global Health Innovation)의 이사장인 Lord Darzi of Denham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WISH 및 2015 정상 회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wish.org.qa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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