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마웅 박사
주소: Mae Tao Clinic, 702, Moo1, Tha Sai Luat, Mae Sot, Tak Province 63110, Thailand
전자우편: info@maetaoclinic.org
생년월일: 1959 년 12 월 6 일

학력
명예의학박사 우본 라타차니대학교, 태국 2013
의학사 의학 학사, 제 2 의과대학, 양곤 1985

경력
창립자 및 대표, 마에 타오 의원, 마에 솥, 태국
1989 – 현재
•

140 개 병상을 갖춘 1 차 의료시설 설립자 및 대표

•

지역 공동체기반조직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보건, 훈련, 동부 버마의 의료시스템
강화, 태국-버마 국경 지역의 아동보호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

30 명의 대규모 기부자 및 기타 소규모 보조금의 8 천만 바트 예산을 관리

•

7 명의 부국장과 16 명의 관리자와 함께 업무를 기획하고 모니터링

•

기술 자문 및 9 명의 이사회와 협력

•

400 명의 직원을 위한 인사정책 담당 및 감독

버마의학협회 이사장, 마에 솥, 태국 1992 - 현재
•

버마의 소수민족 지역에 있는 40 개 이상의 의원 및 지역 건강센터를 협력, 지원

•

공동체기반조직과 환경보건단체가 실시하는 의료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감독. 재생산
건강, 공중보건, 응급 산부인과 및 의료시스템 관리

•

동부 버마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을 제공

•

버마의 소수민족 지역에서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및 보건정책개발 촉진

이동의료종사자팀 이사장, 마에 솥, 태국 1998 - 현재
•

버마/미얀마에 있는 20 만 명 이상의 실향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개 단위 이동의료종사자 팀을 감독

•

실향민들 사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1 차 의료서비스 확립

•

분쟁의 영향을 받는 소수민족 지역 전반에 걸쳐 다민족 건강네트워크를 강화

•

인권문제로서의 건강, 그리고 인권침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옹호활동

의사, 사립병원, 아임 두 마을, 카인 주, 버마 1987 – 1988
의사, 사립산부인과, 바세인, 이라와디 지역, 버마 1986 – 1987
보조의사/임상 인턴, 물메인 종합병원, 몬 주, 버마 1985 – 1986

수상
2020: 오켄든상, 영국
2018: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공로로 공로상
2018: 엔피스상 “전하지 못한 이야기,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
2018: 룩스상 “올해의 인도주의자”, 미국 워싱턴대학교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
2017: 침례교세계연합 덴튼 & 재니스 로츠 인권상, 미국
2016: 국제구호 및 개발전문가를 위한 국제플랫폼 AidEx 에서 2016 인도주의적 영웅상
2015: 일가재단 “사회공익상”, 서울, 대한민국
2013: 시드니 평화상, 평화와 갈등연구센터, 시드니대학교, 호주
2013: 국제로터리, 홍콩에서 수상
2012: 전미민주주의기금상 수상, 전미민주주의기금, 미국
2011: 자유로운 창조상, 자유로운 창조재단, 싱가포르
2009: 콘콘콘상 “영감을 주는 모델”상 수상, 부라파 TV, 태국
2008: 탄쿤판딘상 수상, 태국
2008: 카탈루니아 국제상, 카탈루니아 정부, 스페인
2007: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상, 대만민주주의재단, 대만
2007: 세계아동권리 명예상, 스웨덴
2007: 빛나는 세계지도자상,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미국
2005: 1 천 명의 여성 노벨평화상 후보(국제), 국제평화여성단체, 스위스
2005: 알려지지 않은 자비의 영웅상, 달라이 라마와 행동하는 지혜, 미국
2005: 제 8 회 인간생명에 대한 관심상, 초우타콴 재단, 대만
2005: 국제건강영웅(18 명의 후보 중), 타임 매거진
2002: 공동체 리더십을 위한 라몬 막사이사이상, 라몬 막사이사이 재단, 필리핀
2001: 아시아인권재단 특별상, 일본인권민주주의재단, 일본
2001: 반 호벤 괴하르트상, 네덜란드난민재단, 네덜란드
1999: 조나단 만 건강과 인권상, 세계보건위원회 및 의사협회, 미국
1999: 미국여성의사협회 회장상, 미국
1999: 존 험프리 자유상, 캐나다 인권과 민주주의 협회, 캐나다

기타 활동
•

동부 버마에서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자 역할

•

아래 프로젝트의 운영위원:
2012 - 2017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파트너십(스위스 개발협력
프로젝트)
2. 말라리아 퇴치 TF (국제 펀드)
3. 지역 역량강화

•

프로젝트 감독: 소수민족 지역의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2013 – 현재

•

프로젝트 감독: 동부 버마 사망률 소급조사, 2004, 2008, 2013, 2019

•

조사: 재생산 건강관리, M&E, 2002, 2004

•

프로젝트 감독: 임신중절수술 후 건강관리 개선 연구, 2003-2005

•

프로젝트 감독: 산모 사망 및 장애 예방, 2003 – 2005

•

프로젝트 감독: MOM 프로젝트, 2005-2011

•

프로젝트 감독: RAISE 프로젝트, 2008

•

프로젝트 감독: 버마 이주민의 HIV 예방, 치료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2003-2006

학회 발표
•

미얀마/버마 연구 국제회의, 치앙마이, 2015 년 7 월 24-26 일
발표: 이주, 질병 및 생태: 초국가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참여
토론: 변화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버마/미얀마의 건강 문제

•

이동: 아세안의 주요한 이주 주제, 아시아이주연구센터, 방콕, 2014 년 12 월
발표: 국경을 넘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

•

여성의 건강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에 관한 제 2 차 국제회의; 2013 년 1 월 22 일25 일, 방콕
발표: 태국-버마 국경지역의 소외된 여성을 위한,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의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한 마에 타오 의원의 종합적 사후관리

•

강제이주 컨퍼런스, 2003 년 1 월 5-6 일, 치앙마이
발표: 인권증진 및 보호: 재생산건강의 관점에서

•

제 19 회 여성건강 국제회의, 2012 년 11 월 13 일
발표: 태국 탁 지역의 버마 국경 – 태국 국경을 따라 미얀마에서 건너온 이주민들
사이에서 모성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

•

세계보건위원회 회의, 2003 년 5 월
태국에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 – 버마 국경, 워싱턴 DC

•

인간안보회의: 국경없는 세계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도전 국제 심포지엄, 2002 년 12 월
12 일
발표: 강제실향민의 건강보장

•

제 5 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회의, 1999 년 10 월 23-27 일
에이즈에 대한 옹호: 난민의 관점, 쿠알라 룸푸르

저술
•

벨튼; 마웅. "불임과 임신중절: 태국-버마 국경에서 버마 여성의 건강" 강제이주연구. 2004
1 월; (19):36-37.

•

벨튼, 마웅. "태국-버마 국경에서 버마 여성의 건강: 출산과 임신중절."
국제여성의료 28.4 (2007): 419-33.

•

후, 마웅, 카츠.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말라리아의 임상진단. 예일 생물학 및 의학 저널
2001;74(5):303-308.
캐서린 틸라, 루크 물라니, 캐서린 리, 에 포, 팔라에 포, 니콜 마세니어, 신시아 마웅, 크리스
베이러, 토마스 리,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기반 모성 돌봄제공, 동부 버마 지역: 일반
산부인과 보건종사자의 관점, 사회과학과 의학, 68 권, 7 호, 2009 년 4 월, 1332-1340 쪽, ISSN
0277-9536,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09.01.033.

•

물라니, 마웅 & 베이러, "태국 탁 주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HIV/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관행." 에이즈 관리: 에이즈/HIV 의 심리적 및 사회의학적 측면, 15 권, 1 호, 2003, DOI:
10.1080/0954012021000039761

•

리, 등. "분쟁지역의 인권침해가 국내실향민 건강에 대한 영향" 공중보건 및 인권: 증거에 기반한
접근 (2007): 33-64.

•

로우, 샤론, 카우 투라 툰, 나우 푸에 푸에 모테, 쏘 네이 투, 신시아 마웅, 쏘 윈 캬우, 쏘에 칼루,
슈에 우, 니콜라 수인 포콕. 건강을 위한 인적자원: 버마/미얀마 동부의 소수민족 건강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에서 국내 실향민들 사이 기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국제보건활동, [S.l.], 7 권, 2014 년 9 월. ISSN 1654-9880. 링크:
doi:http://dx.doi.org/10.3402/gha.v7.24937.

•

물라니, 애덤 리차드, 캐서린 리, 보라빗 수완바니치키즈, 신시아 마웅, 만 만, 크리스 베이러,
토마스 리. "동부 버마에서 국내 실향민의 인권침해와 건강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수량화하기
위한 인구기반조사방법" 지역사회건강과 전염병 2007;61:908-914 doi:10.1136/jech.2006.055087

•

루크 물라니, 캐서린 리, 린 욘, 팔라에 파우, 에 칼루 쉐우, 신시아 마웅, 토마스 리, 크리스
베이러. "동부 버마의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모성보건개입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
PLOS 의학 12 월 23 일, 2008, DOI:
10.1371/journal.pmed.0050242

•

루크 물라니, 캐서린 리, 팔라에 파우, 에 칼루 쉐우, 신시아 마웅, 히더 쿠이퍼, 니콜 만세니어,
크리스 베이러, 토마스 리, 모성 프로젝트: 동부 버마의 국내실향민 사이의 모성건강서비스 제공,
재생산 건강 문제, 16 권, 31 호, 2008 5 월, 44-56 쪽, ISSN 0968-8080,
http://dx.doi.org/10.1016/S0968-8080(08)31341-X.

•

만, 마웅, 쉐 우, 스미스, 리, 위차드, 뉴먼, 리차드, 물라니, 쿠이퍼, 리. "동부 버마의 국내실향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다단계의 협력" 국제공중보건, 3 권, 2 호, 2008

•

물라니, 리, 욘, 리, 틸라, 팔라에 파우, 에 칼루 스웨 우, 신시아 마웅, 히더 쿠이퍼, 니콜
만세니어, 크리스 베이러. (2010) 동부 버마의 국내실향민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산모건강
적용범위에 대한 관련 종사자의 영향 PLoS 의학 7(8): e1000317.
doi:10.1371/journal.pmed.1000317

•

파익 영 치아, 킨 마웅 린, 루시 파이푼, 라다 말란키리, 마이클 파커, 니콜라스 데이, 니콜라스
화이트, 프랑수아 노스텐. "태국-버마 국경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근거, 경험 및 교훈"
국제보건 (2010) 2 (2): 123-129 doi:10.1016/j.inhe.2010.02.001

•

설리번, T. M., 마웅, & 소피아. (2004). 태국-버마 국경을 따라 재생산 건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증거의 사용. 재난연구, 28(3), 255-268. doi: 10.1111/j.03613666.2004.00257.x

•

타케시 아키야마, 타르 윈, 신시아 마웅, 포 레이, 아이코 카지, 아야 타나베, 마사미네 짐바, 준
코바야시. "태국의 버마 이주민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기." 국제건강증진. (2013) 28 (2): 223-23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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