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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
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
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
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
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
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
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
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
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



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
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
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
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을 약속해야 합니다.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붙임.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1년 5월 18일

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
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
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
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
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
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
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
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
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
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
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
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
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
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
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
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
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
을 요구합니다.

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
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명 단체와 개인

단체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
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
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
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
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
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
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
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개인명(소속)

1. 강경연
2. 강봉주
3. 강수진
4. 강아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5. 강지원
6. 강혜진
7. 고나경
8. 고동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 고안나
10. 고은화(김해구지초등학교)
11. 권연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2. 권오성
13. 기수진
14. 김갑련
15. 김건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6. 김경아(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17. 김경한(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
18. 김기은
19. 김나열
20. 김다연(늘픔약사회)
21. 김다움



22. 김다혜
23. 김동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4. 김동은(청한)
25. 김명섭
26. 김미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7. 김민정(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28. 김병재(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29. 김보영(영남대학교)
30. 김보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1. 김봉화
32.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33. 김선(시민건강연구소)
34. 김선영
35. 김성은
36. 김성진
37. 김수미
38. 김수민
39. 김수현
40. 김용원(참여연대)
41. 김인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42. 김재이
43. 김재천
44. 김재헌
45. 김정욱
46. 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7. 김종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8. 김지민(시민건강연구소)
49. 김진우
50. 김진환
51. 김찬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52. 김창훈
53. 김태희
54. 김한이(게이츠재단)
55. 김현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56. 김호열
57. 나순자(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58. 남기룡
59.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
60. 류성문
61. 류지원
62. 리화수(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
63. 문다슬
64. 문종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65. 민소담
66. 민수정(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67.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68.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69. 박민혜
70. 박성윤(한국과학기술원)
71. 박소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72. 박승희
73. 박영규
74.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75. 박주영
76. 박한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77. 박혜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78. 박혜정
79. 배상수
80. 배정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81. 백광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82. 부안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83.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84.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85. 석동현
86. 성열원(건약)
87. 소정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88. 손동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89. 손수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90. 손채윤
91.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2. 송선영
93. 신권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4. 신성진
95. 신유정(카이스트)
96. 신향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7.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8. 심희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99. 안경옥
100. 안광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01. 안도희(서울대학교)
102.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03. 양미경
104. 양새롬
105. 양진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106. 양현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07. 양효정
108. 엄귀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109. 엄미애(화전마을학교)
110. 오난희
111. 오로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12. 오성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113. 오승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4. 오승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5. 오영란
116. 오유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7. 오정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8. 오정환
119. 원자영
120. 유경숙(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21. 유경혜
122. 유대형(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23. 유영선



124. 유정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25. 유혜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26.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27. 은재식
128. 이경민
129. 이경민(참여연대)
130. 이경진
131. 이경훈(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32. 이고은
133. 이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34. 이규화(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35. 이덕신
136. 이도훈
137.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38. 이명희(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139. 이미진
140. 이미현(참여연대)
141. 이병도(건약)
142. 이서영(보건연(인의협))
143. 이숙진
144. 이영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45. 이재은
146. 이정만(대구경북인의협)
147. 이정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48. 이정현
149. 이제연
150. 이주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1. 이주화
152. 이찬진(참여연대)
153. 이태진(서울대)
154. 이현석(인의협)
155. 이현희(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156. 이혜린
157. 임다연



158. 임선영(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159. 임소형(한국민중건강운동)
160. 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161. 임익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62. 임희정
163. 장영배(공공연구노조)
164. 장은지(서울대 보건대학원)
165. 전경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66. 전세희
167. 전은경
168. 전진한
169. 정경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70. 정규진
171. 정동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72. 정성식
173. 정여진(서울대 보건대학원)
174. 정이영
175. 정지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늘픔약사회)
176. 정진임
177. 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78. 조윤미(향남약국)
179. 조현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80. 조희흔(참여연대)
181. 주미순(공공운수노조)
182. 주현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183. 진병수
184. 차미래
185. 차지은
186. 채민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87. 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88. 최귀년
189.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0. 최봉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1. 최석규



192. 최수경
193. 최신애
194. 최익준(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195. 최진혜(늘픔약사회)
196. 최트럼프
197. 하미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98. 하소정
199. 하지우
200. 한기명
201. 한기주
202. 한미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3. 한송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4. 한애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5. 한재각(기후정의포럼)
206. 허진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207. 황재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208.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9. 기동서



<영문>

An urgent letter to two Presidents:
We demand that Presid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 COVID-19 vaccines as global public 
goods at the 2021 South Korea-U.S. summit!

Dea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dying caused by the coronavirus every 
day. Vaccines have been developed to prevent this infectious disease, but 
it is unclear when peopl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ill be able 
to get vaccines. This is fundamentally becaus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monopoly and intellectual property for profit, as well as 
high-income countries’ call for their own priorities which are now widely 
called ‘vaccine nationalism’. Some countries even offer vaccines to 
tourists who visit them, but some countries have not yet received a 
single vaccination. Even though there are vaccines, it is not supplied on 
time and many people are dying due to the lack of vaccines. Hence, this 
is a moral catastrophe for humanism today.

No one is safe if everyone can't be safe. Therefore, the COVID-19 
pandemic is a problem that everyone has to overcome together. If the 
amount of the vaccine needs to be increased, we should not hesitate to 
scale up its production. I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developed 
COVID-19 vaccines do not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to other 
production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the world must point to this 
problem in one voice and urge those companies to switch their selfish 
and business-as-usual behaviors.



President Biden, who has been criticized by the global society for his 
monopoly on vaccines, has declared that patents should be temporarily 
suspended, because rights to life are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are 
not vaccinated on time rather than a monopoly on intellectual proper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Moon said that 
we have to overcome COVID-19 with glob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but he has been silent on the TRIPS Waiver propos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dvocate the patent 
moratorium, which is being discussed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the wake of the 2021 South Korea-U.S. summit. And the U.S. government 
should allow all COVID-19 relevant technologies to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Also, the vaccines produced through technology transfer 
must be promised to be used fo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have proper domestic vaccine production 
facilities, so that the vaccines can be fully produced on time.

We, South Korean civil sociteis and people, demand tha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take active and actuall steps to resolve the 
issue of vaccine inequality, and we do ask the leaders of the U.S. and 
South Korea to discuss and express their resolutions at the 2021 South 
Korea-U.S. summit.

First, we demand a strong advocate from the two Presidents for the 
TRIPS Waiver proposal suggested by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econd, we ask for a specific strategic plan from the two Presidents to 
ensure that vaccine technologies, developed by South Korea and the U.S., 
transfer to other countries.

Third, we demand that the U.S. government revocates restrictions on 
exports of COVID-19 vaccines and raw materials.

Fourth, we ask for the gover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to make 



a proposal for compulsory licensing of South Korean and U.S. based 
companies to share the COVID-19 health technology globally.
 
Lastly, the leaders of the U.S. and South Korea must declare that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are global public goods for humanity, 
and so we demand a specific strategy for action to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from them.

May 18, 2021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eople

Organizations

Korean Federationd medical act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Health Right Network
freemedical movement
April revolution associati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eople's Health Institute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Korean Health & Medical Workers' Union
IPLEFT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Actnownurse

People 



1. Kyeong-yeon Kang
2. kang bong ju
3. SuJin Kang
4. Kang A Ra(KPDS)
5. Jiwon Kang
6. Kang heoy jin
7. go na gyeong
8. Ko Dong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9. Go Anna
10. Ko eunhwa
11. kwon yonmi(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2. Kwon Osung
13. Kee dong seu
14. Sujin Ki
15. Kim gablyoun
16. KEONWOO KIM
17. Kim Kyong A(The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8. Kyunghan Kim
19. KIM KIEUN
20. Nayul Kim
21. Dayeon Kim()
22. Daum Kim
23. kim Dahae
24. Kim Dong g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25. Kim DongEun(ChungHan)
26. KIM MYUNGSUB
27. Kim, Mi Hyui()
28. Kim Minjung(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29. Kim Byung Jae()
30. Bo-Yung Kim(Yeungnam University)
31. Kim bo cheol(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32. Kim bonghwa
33.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34. Sun Kim(People's Health Institute)
35. Kim Sun Young
36. Seongeun Kim
37. Kim Sungjin
38. Sumi Kim
39. KIM SUMIN
40. KIM, SOO HYUN
41. Kim Yongwon
42. Kim in 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43. kim jay
44. Jae-cheon Kim
45. kim jaeheon
46. Kim Jungwook
47. JOEUN KIM(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48. Kim Jong-bo(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49. Jimin Gim(People's Health Institute)
50. Kim Jinwoo
51. Kim Jin-Hwan
52. Chanki Kim(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53. Chang Hoon Kim
54. kim tae hee
55. Hani Kim(Bill &Melinda Gates Foundation)
56. HYUNJU K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57. Hoyeol Kim
58. Na sun ja(bogun.nodong.org )
59. Kiryong Nam
60. mam tae woo(daegu cinematheque)
61. ryu song mun
62. Jiwon Ryu
63. Ri hwasoo(Npclu)
64. Daseul Moon
65. MunJongH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66. Min sodam
67. Su jeong Min
68. Miran Park
69. park min duk(bogun.nodong.org)
70. Park Min Hye
71. Sung Yoon Park(KAIST STP)
72. Park So Y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73. Park Seunghee
74. park young gyu
75. Yong Park(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for health rights)
76. Jooyoung Park
77. Park Han-na
78. Hyekyung Park
79. Park Hye Jung
80. Bae Sang Su
81. Jung Ran Ba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82. Paek Kwang Na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83. Booanri
84. SangHee Suh(People's Health Institute)
85. SEO EUNSOL(Korean Ph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86. SUK DONGHYUN
87. Youron Sung
88. jughwan s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89. Sohn Dong Gyun
90. Suin Soh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91. Chaeyoon, Son
92. Miok S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93. SONG SEON YEONG
94. Shin Kwon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95. Sung jin shin
96. Youjung Shin(KAIST)
97. Shin Hyangsoon
98. ShinHyung Keun



99. sim huijun(Associ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100. An kyung ok
101. AN KWANG YEOL(KPKYP)
102. Dohee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Joongsun Ahn(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104. mi-kyung Yang
105. yangsaerom
106. Yang Jin-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107. yanghyounjoo(KPDS)
108. YANG HYO JYEONG
109. Um kwi hyun(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110. Eum mee ae(Hwajeonmaeul)
111. Nanhee Oh
112. RoRa Oh(Seoul National University)
113. SungHee Oh(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114. Oh seungwoo
115. OH SE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16. Oh young ran
117. Oh you m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18. JEONGA 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19. Oh Joung-hwan
120. Won jayoung
121. Yoo Kyungsuk
122. Yoo Khyung Hye
123. Yu Daeh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24. Yoo Young Sun
125. You jeongtae
126. hearyun Y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27. yun young chol(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128. Jae Sik Eun
129. Li gyeong min
130. yi kyoungmin



131. lee kyung jin
132. KYOUNGHOO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33. Lee Go Eun
134. LEE KWON EUI
135. LEE GUE WHA(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36. LEE DEOK SIN
137. Lee do hoon
138. Dong-gu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39. Lee My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40. Lee mi jin
141. Mihyeon LEE(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142. Rhee pyengdo(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43. Lee Seo Young
144. LEE SUK JIN
145. Lee Young J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46. Jaeeun Lee
147. Lee JungMan
148. Jane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149. LeeJeonghyeon
150. LEE JE YEON
151. Ju-Yeun Lee(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152. LEE JUHWA
153. Lee,Chanjin(PSPD)
154. Taej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155. Lee hyunseok(APH)
156. Lhhhyunhee(The Korean phamacists of demacratic Society)
157. Heyrin lee
158. Limdayeon
159. Lim Seon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160. So Hyung Lim(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161. Y.S L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162. Lim Ikguen



163. Im hee jung
164. Youngbae Chang(KUPRP)
165. Eun Jee Chang
166. Jeon kyungr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167. JEON SEHEE
168. Eunkyung CHEON
169. Jinhan Jeon
170. Jung Kyung 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71. Jung gue jin
172. Dongman, J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73. Jeong Seong Sik
174. MayChung(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175. Jung lee young
176. Jeong Jiyu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Neulpeum pharmacists' association)
177. Jung Jinim
178. SANG GUEN CHO()
179. Cho Yunmi
180. Hyunok Cho
181. CHO HUIHEUN(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182. JU MI SUN(KPTU)
183. Joo hyun ok(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184. ByeongSooJin
185. Cha Mirae
186. Ji eun cha
187. Chae, Minseok
188. mun-ho ch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89. Gooynyun Choi
190. Choi Kyuji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191. Bongjoo Choi
192. CHOI SEOG GOU
193. Sukyoung Choi



194. SHIN-AE CHOI
195. Choiickjoon(korea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96. Jinhye Choi(Neulpeum pharmacist association)
197. Trump Choi
198. Ha mi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199. SOJEONG HA
200. Jiwoo Ha
201. Han Ki-myung
202. Han kiju
203. HAN MIYOUNG
204. han,song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205. AE RA HA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206. HAN, Jae-kak(Korea Climate Justice Forum)
207. Heo Jinky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208. Hwang jae 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209. hwang hae p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