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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

제1절 WHO 개요

1. WHO의 설립

오늘날 세계 보건 환경에서의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WHO의 설립 배경과 지난 70여년의 역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들이 보건 분야에서 다소 

공식적인 국제협력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으로 파악된다. 당시 콜레라가 만연하자 1851년 프

랑스는 국가 간 검역 절차 수립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한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를 개최하고 이 후 이 회의는 1903년 11회까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감염

병 예방과 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1881년 

회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럽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주에서는 미주국가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제안으로 국제위생국(International Sanitary Bureau)

이 수립되고 이 기구는 그 후 미주위생국(Pan American Sanitary Bureau), 미주위생기구(Pan 

American Sanitary Organization),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1903년 국제위생회의에서 체결된 협약은 프랑스 정부가 ‘파리국제보건사무소’(international 

health office at Paris)를 수립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1907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위생회의에서

는 WHO의 두 전신 중 하나인 국제공중보건사무소(the Office International d’Hygiene 

Publique)(OIHP)에 관한 규약이 합의되었다. OIHP는 감염병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으

며 국제위생협약(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을 관할했다. 그 후 곧 1차 세계대전이 발

발했으며 1차 대전 후 새롭게 등장한 국제연맹은 국제연맹보건기구(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zation)를 수립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나섰다. 이로 인해 OIHP는 국제연맹보건기구의 자

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국제보건기구 - OIHP, 

국제연맹보건기구 – 와 한 지역보건기구 – 미주위생기구 – 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WHO

를 수립하기 전까지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기구에 대한 유엔회의에서, 브라질과 중국 대표단은 국제보

건기구(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의 수립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46년 16명의 회원

으로 구성된 기술준비위원회(Technical Preparatory Committee)가 두 차례 소집되었으며, 위원

회는 기존의 세 국제보건기구들(국제공중보건사무소, 국제연맹보건기구, 미주위생기구)과 2차 대전 

후 급부상한 연합국구제부흥기관(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을 참고하여 WHO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어 열린 국제보건회의에는 51개 유엔 

회원국, 13개 비회원국, 유엔 기관, 적십자, 록펠러 센터 등이 참가해 WHO의 헌장이 합의된다. 

1948년 4월 WHO 헌장이 발효되었고 그 해 6월 제1차 세계보건총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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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전신(前身)

2. 주요 변화1)

WHO는 현 마가렛 총장까지 총 7명의 총장을 배출했으며 그 중 6대 총장이 한국의 이종욱 박사

다. 이종욱 박사는 2003년에 취임해 2006년 비명에 가시기까지 제6대 사무총장으로 역임했다. 오

늘날까지의 WHO의 역사는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8-73

－ 1대 사무총장 Dr B. Chisholm (1948-1953, 캐나다) 

－ 2대 사무총장 Dr M. G. Candau (1953-1973)

이 시기 WHO는 그 창립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질병 퇴치에 주로 집중했으며 특히 말라리아와 

수두 퇴치에 힘을 기울였다.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노력에 미국은 많은 자원을 기부하며 이를 주도

했으나 1960년대 말, 이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말라리아는 여

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된 감염병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반면 소비에트 연맹의 주도로 시

작된 수두 퇴치는 WHO의 역사 속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기 WHO의 예산은 급속히 증가했다. 1950년 410만 불이던 의무분담금은 67년 4천780만 

불로 늘어났고 같은 시기 WHO 총 수입은 630만 불에서 7천220만 불로 증가했다.

이 시기 WHO 초대 사무총장은 캐나다의 Brock Chisholm (1948-53), 2대 사무총장은 브라질

1) “The Rol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Charles Clift, Chatham House,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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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arcolino Candau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리더십을 형성했다.

1973-88

－ 3대 사무총장 Dr H. Mahler (1973-1988, 덴마크)

감염병 관리와 퇴치에 중점을 두었던 WHO는 여러 영향으로 인해 서서히 변하게 되었다. 먼저는 

WHO 회원 구성의 변화로 1948년 55개국이던 회원국 수가 57년엔 85개국, 67년엔 126개국, 77

년엔 146개국, 1992년엔 178개국, 2012년엔 194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1960년대 탈식민지화

가 진행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가입했다.

WHO 회원국 증가

이로 인해 WHO는 국가 기술 지원을 늘려야 했다. 1976년의 한 결의안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보건 수준의 간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무총장에게 WHO의 보다 많은 예산을 국가 기

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할애하도록 요청했다.

이 시기 사무총장이었던 Halfdan Mahler (1973-88)는 원래 결핵 프로그램에 종사했었으나 오

히려 질병 중심의 접근보다는 ‘모두를 위한 보건’(health for all) 개념을 지지했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 1978년 일차보건의료 접근을 지지하는 ‘알마아타 선언’이 합의된다. 1981년 세계보건총회는 

‘2000년 목표 모두를 위한 보건의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 UNICEF는 제한된 자원으로 보편적 보건의료를 지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선별적 일차보건의료 전략을 표방했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강렬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도 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1979년 인구․보건․영양국(Population, Health and Nutrition 

Department)을 세우고 1980년 보건분야정책보고서(Health Sector Policy Paper)를 출판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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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보건 서비스의 필요에 초점을 둔 대출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을 펼치면서 세계은행은 

원가회수정책을 홍보했으며 보편적 보건의료를 지향한 WHO와 마찰을 보였으나 세계은행은 세계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WHO의 역할과 위치를 폄하하지 않았다.

1989-98

－ 4대 사무총장 Dr H. Nakajima (1988-1998, 일본)

이 시기는 WHO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 위상이 추락한 시기로 평가된다. WHO의 재정은 사업

의 확장과 함께 점점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재정은 자발적 분담금으로 충당되었고 거의 모든 자발적 

분담금이 특정 사업에 지정되어 기부되었기 때문에 WHO는 사업을 전략적, 주체적으로 펼치기보다 

기부자들의 사업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주보건기구로 촉발된 WHO만의 독특한 거버넌스

는 이 때부터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냈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

서 수행하던 WHO 사업들은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일차보건의료와 ‘수직적’ 프로그램 간의 대

립 양상도 나타났다. 또한 당시 WHO는 분석적․규범적 기능보다는 기술 지원과 프로젝트 수행 만

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해 전문가들 사이에 WHO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98-2003

－ 5대 사무총장 Dr G.H. Brundtland (1998-2003, 노르웨이)

WHO의 위기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에 선출된 노르웨이 총리 출신의 사무총장은 

‘One WHO’를 주장하면서 WHO의 조직 내, 외부의 변화를 꾀했다. ‘하나의 WHO’는 재정적으로

는 자발적 분담금과 의무 분담금에 따라 둘로 나뉜 WHO가 아닌 하나의 WHO, 조직적으로는 6개

의 지역사무처로 나뉜 6개의 WHO가 아닌 하나의 WHO, 사업의 측면에 있어서는 50개 이상의 프

로그램으로 각각 나뉜 50개의 WHO가 아닌 하나의 WHO로 재정, 사업, 조직 전체가 하나의 전략

적 목표를 추구하는 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Brundtland는 WHO의 역할을 명확히 하

고 조직간 통일성을 제고하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WHO의 사업 효과성을 높

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녀는 노르웨이 총리로서 닦아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WHO와 국제연

합 내 보건 관련 기구들, 다자 은행과 IMF,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 Brundtland는 국제개발의제에서 보건이 핵심 요소가 되는데 일조했다. 이는 2000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보건이 중심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보건개발원조가 증

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 관련 새천년개발목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Brundtland가 세운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2003년 5월 보건총회에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정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다. 

그러나 WHO의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해 하나의 WHO를 실현하려 했던 그녀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부 전문가들을 부서장으로 영입하고 ADG를 ED로 바꾼 조직 개편은 내부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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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샀고 WHO에 독특한 선출된 지역사무처장들은 Brundtland를 그들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2010-현재

2010년 1월 Margaret Chan 사무총장은 WHO의 미래 재정에 대한 회원국과의 비공식 자문회

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2009년 집행이사회와 보건총회의 예산 논의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다. 회

의의 주된 이슈는 WHO의 재정과 지배기구가 결정한 전략을 어떻게 연계시키며 취약한 WHO 재정

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였다. WHO 재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 회

의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WHO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현재  WHO의 개혁은 사업개혁, 거

버넌스개혁, 경영개혁이라는 세 범주 안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보건총회에서 의무분담금과 자발적분

담금을 모두 합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된 점이나 사업과 재정의 일치에 진보가 나타난 점 등 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3. UN과의 관계

유엔은 그 주요 기관으로 총회(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

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사무국(Secretariat),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기관은 유

엔 창설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그 조직에는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2) 이 중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매년 18개국씩 개

선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강 및 기타 관련문제들을 연구하여 보고서

를 작성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총회와 회원국 그리고 전문기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의 

권한과 임무 중 하나가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그

들과 유엔의 관계를 설정하고, 협의와 권고를 통하여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헌장 63조). 

세계보건기구는 바로 이 전문기구 중 하나다. 

전문기구란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분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름의 헌장에 의

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국제기구로, 유엔과는 63조의 특별협정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3) 

유엔과 이들 전문기구간의 관계는 협력과 조정의 관계로, 전문기구들은 매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세계보건기구 외에도 17개의 전문기구가 더 있는

데, 여기에는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전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WMO), 유엔식량농업기구

2) 국제법 이론과 실제, 이창룡, 세창출판사, 2003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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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국제해사기구(IMO),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

발기구(UNIDO)와 세계은행그룹에 속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

협회(IDA),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있다. 전문기구는 아니지

만 유엔과 전문기구간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구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

역기구(WTO),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있다.

국제연합체제에서의 WHO

4. WHO의 조직과 거버넌스

WHO는 의사결정기구로 세계보건총회와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고, 운영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있

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약 193개의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다. 정책결

정, 사무총장의 임명, 집행이사국 선출, 재정감독 및 2년제 예산심의 승인, 기타 활동에 필요한 위원

회 설립 등이 WHO 헌장상의 세계보건총회의 임무이다. 매년 5월 제네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될 수도 있다.

집행이사회는 보건총회에서 선출하는 34개 이사국이 지명하는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이다. 집행이사회는 연 2회 회합하고 그 주요 임무로는 보건총회의 결정 및 정책을 실시하는 것, 보

건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 보건총회가 위탁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 보건총회의 회

의 안건을 준비하는 것, 특정기간 동안의 일반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이를 보건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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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세계보건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권한 하에 종속되며, 세계보건기구의 최고의 기술 및 행정관리이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으로 집행이사회에서 재적과반수 이상의 득표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사무총장은 직권

상 보건총회, 이사회,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가 소집하는 여러 회

의의 간사가 되며 이런 임무를 위임할 수도 있다. 현 사무총장은 홍콩 출신의 마가렛 챈(Dr. 

Margaret CHAN)으로 2006년 첫 임명되었고 2012년 5월 65차 총회에서 재임명되어 2017년 6

월 30일까지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전 세계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각 분야별 행정요원들이 활동한다. 사무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Director-General)을 정점으로 그 산하에 8개 정규 사업실을 설치하고 있다.

WHO 조직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 조직구조

사무총장(Director-General)

- 사무총장(Director-General)
- 사무총장사무실(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ODG)
- 홍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DCO)
- 준수, 위험관리 및 윤리(Compliance, Risk Management and Ethics, CRE)
- 회원국 공조 및 유엔 공조(Country Cooperation and United Nations Collaboration, CCU)
- 운영조직체(Governing Bodies, GBS)
- 내부감사(Internal Oversight Services, IOS)
- 법률고문(Legal Counsel, LEG)
- 옴부즈먼(Ombudsperson, OMB)
- 정책 및 전략 기획(Policy and Strategic Directions, PSD)
- 뉴욕 유엔사무소(United Nations, New York, WUN)

가족, 여성과 아동건강(Family, Women’s and Children’s Health, FWC)

- 고령화와 생애주기(Ageing and Life Course, ALC)
- 면역, 백신 및 생물학적 제제(Immunization, Vaccines and Biologicals, IVB)
- 모성, 신생아, 아동, 청소년 건강(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MCA)
- 공공보건, 환경 및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HE)
- 재생산 건강 및 연구(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RHR)

일반 관리(General Management, G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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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HO는 특징적으로 6개 지역으로 나뉘고 각 지역은 지역위원회와 지역사무처로 구성된 지

역기구를 두고 있다. 지역사무처는 지역적 정책을 조직화하고 지역 활동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6개의 WHO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

- 재정(Finance, FNM)
- 국제 컨퍼런스 및 훈련 센터(Global Conference and Training Centre, Tunis, GCT)
- 국제 서비스 센터(Global Service Centre, Kuala Lumpur, GSC)
-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HRD)
- 정보기술 및 통신(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ITT)
- 운영지원 및 서비스(Operational Support and Services, OSS)
- 자원 조정 계획 및 퍼포먼스 모니터링(Planning Resource Coordination & Performance Monitoring, PRP)

건강보장(Health Security, HSE)

- 식품안전, 인수공통 전염병 및 식품 매개 질환(Food Safety, Zoonoses and Foodborne Diseases, FOS)
- 국제 역량, 주의 및 대응(Global Capacities, Alert and Response, GCR)
- 전염병(Pandemic and Epidemic Diseases, PED)

보건 시스템 및 혁신(Health System and Innovation, HIS)

- 필수의약품 및 보건 제품(Essential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EMP)
- 보건통계 및 정보 체계(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HSI)
- 보건 시스템 운영 및 재정(Health Systems Governance and Financing, HGF)
- 보건인력(Health Workforce, HWF)
- 지식, 윤리 및 연구(Knowledge, Ethics and Research, KER)
- 서비스 전달 및 안전(Service Delivery and Safety, SDS)
- WHO 건강개발 센터(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Kobe, WKC)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 열대질환(HIV/AIDS, TB,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HTM)

- 소외 열대질환 통제(Control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
- 글로벌 말라리아 프로그램(Global Malaria Programme, GMP)
- 글로벌 결핵 프로그램(Global TB Programme, GTB)
- HIV/AIDS (HIV)

비전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Noncommunicable Disease and Mental Health, NMH)

- 비전염성질환 관리(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 MND)
-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MSD)
- 건강 및 발전을 위한 영양(Nutrition for Health and Development, NHD)
- 비전염성질환 예방(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 PND)
- 폭력 및 상해예방 및 장애(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 VIP)

소아마비와 응급(Polio and Emergencies, PEC)

- 응급 위기관리 및 인도주의적 대응(Emergency Risk Management and Humanitarian Response, ERM)
- 소아마비 운영 및 연구(Polio Operations and Research, POL)

자료: WHO 홈페이지 (http://www.who.int/about/structure/organigram/en/)

사무소 지역 회원국 수
사무국

인원수4) 
홈페이지

본부 스위스 제네바 193 1,916 http://www.who.int
서태평양 필리핀 마닐라 37 652 http://www.wpro.who.int/en/
동남아시아 인도 뉴델리 11 740 http://www.searo.who.int/en/
중동 아집트 알렉산드리아 21 848 http://www.emro.who.int/index.html
유럽 덴마크 코펜하겐 53 506 http://www.euro.who.int/en/home
남북아메리카 미국 워싱턴 35 189 http://www.paho.org/hq/
아프리카 콩고 브라자빌 46 2,324 http://www.afro.who.int/
자료: WHO 홈페이지 (http://www.who.int/about/structure/organigr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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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국의 총 인원은  약 8천명 수준이며 정규 또는 전문직, 주재국 고용직원, 일반직원 등

과 같은 장기계약직의 인원수는 약 4천명 수준이다. 150여 개국 출신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

을 지닌 사무국 직원들은 WHO 본부를 비롯해서 6개의 지역사무소, 국가마다 있는 WHO 관련 사

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 구성은 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과학자, 유행병 학자 외에 보건통계, 

경제, 긴급구조 전문가, 행정, 재정, 정보시스템 관리교육자 등으로 되어 있다. 

5. WHO 재정

WHO의 예산은 2년 단위(biennium)로 편성되며, 예산규모는 2008-2009년 39억 달러에서 

2010-2011년 45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2012-2013년과 현재 제안된 2014-2015년 회계연도의 

예산규모는 다시 줄어들어 약 40억 달러를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제68차 보건총회에서 사무총장은 

8%의 예산증액을 자발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총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예산은 회원국들의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과 자발적 분담금(voluntary con-

tribution)으로 구성되는데, 총액 예산 중 자발적 분담금은 평균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

무분담금은 UN 총회에서 UN 회원국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비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세계

보건기구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의무분담금 납부는 회원국의 의무이므로 저소득 국가

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의무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 투표권이 박탈된다. 이

와 같은 의무분담금만으로는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의무분담금을 인상하는 것 역시 어려워, 사업 

운영은 자발적 분담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 분담금은 분담금 기여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정된 프로그램 이외에 기여금을 활용하거나 기여금으로 직원비용을 충당하는데 

쓰는 등의 유연성은 제한적이다. 현재 WHO는 소수의 기여자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 재정의 예

측가능성, 관리 및 유연성에 관련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WHO의 임무

WHO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6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기구의 역할과 목적을 충실히 실천하려 

한다. 6개의 핵심 임무은 WHO 전체의 사업, 예산, 자원과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를 제공하는 

‘제12차 종합사업계획(2014-2019)’에서 설정되었다. 

6개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에 치명적인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동행동이 필요

한 곳에 합동해서 참여한다.  둘째, 연구의제를 형성하고 가치 있는 지식의 생산, 번역과 보급을 활

4) 사무국 인원수는 제 134차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인적자원-2013 연말보고’(EB134/49)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정규직(long-term appointments) 및 비정규직(temporary appointments)을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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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시킨다. 셋째, 규범 및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실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한다. 넷째, 윤리

적이고 증거기반의 정책대안을 설명한다. 다섯째, 기술 지원 제공과 변화를 촉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제도역량을 배양한다. 여섯째, 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트렌드를 평가한다. 

WHO의 주요 임무

제12차 종합사업계획(2014-2019)은 동 기간 동안 WHO 사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WHO 개혁(프로그램과 우선순위), 거버넌스와 운영관리가 주요 요소로 담겨 있으며 국제보건에서 영향

력을 행사해야 하는 주요 영역 설정과 각기 다른 수준에 있는 사무국 간 혹은 초월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보건에서 WHO가 강력한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목표도 설정한다. 향후 6년 동안 WHO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여

야 하는지 WHO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결과 달성과 영향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다.

우선순위 분야 설정은 WHO가 특정 보건 분야에 리더쉽을 발휘하는 사업의 수행 방향을 알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WHO 홈페이지에선 WHO가 사업영역으로서 반드시 이끌어야 하는 

6개의 우선순위 보건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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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우선순위 사업영역 엠블럼

자료: WHO 홈페이지 (www.who.int/about/agenda/en/)

주요 우선순위 6가지는, 보편적 의료보장, 국제 보건규칙, 의약품 접근 증대, 사회․경제․환경

적 결정요인, 비전염성 질환, 보건관련 새천년 개발목표이다. WHO 홈페이지에서는, 각 분야별 우

선순위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WHO가 어떤 방향으로 각 우선순위 사항에서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WHO 우선순위 사업영역 내용

우선순위 사업영역 내용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 보편적 의료보장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
도록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 앞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수요
에 응답

국제 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 WHO는 전염병 발병에 대해 글로벌적 대응을 
체계를 마려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배양
을 하는 국가 지원 및 중간상황 보고. 공중보건
위기사태에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WHO 체계와 네트워크 강화

의약품 접근 증대
(Increasing Access to Medical 
Products)

- 공중보건의 형평성은 필수적이고 품질이 우수하
며 가격이 적정한 의약품 접근에 달려 있음. 의
약품 접근의 증대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
한 중심이 되는 부분임.

- 안전하고, 품질이 좋고, 적정한 가격이며, 효과적
인 의약품 접근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사회·경제·환경적 결정요인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 사람의 건강상태 결과를 개선하고 건강한 기대수명
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공평한 건강상의 결과와 건
강저해와 관련된 맥락상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동이 
필요함.

- 무엇이 질병을 야기하고 건강을 저해하는 지에 
대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다른 부문과 협업하고 
건강 결정요인을 고심하고 형평성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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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O의 개혁

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보건 생태계에 다양한 국제 및 지역 기구 및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는 복잡해졌고 WHO는 헌장이 명시하는 대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지도적·조정

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된다.

New Global Health Actors

이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 환경의 변화는 WHO에게 새로운 접근방법과 기술을 모색하도록 촉구

했으며 WHO의 전략적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재정의 취약성도 개혁을 요구했다.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도 필요했

다. 이에 WHO는 2010년 재정대화로부터 시작된 WHO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개혁은 크게 사업개혁, 거버넌스 개혁, 경영개혁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업개혁은 WHO

의 정체성 확립, 사업의 우선선위 설정 및 자원 집중, WHO의 비교우위 분야 식별 및 집중, 효율적·

비전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

-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는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
사회의 건강을 해치며 의료체계에도 심각한 타격
을 입힘.

- 글로벌,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 일관성 있고 다
부문간 대응을 조직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임.

보건관련 새천년 개발목표 
(Health-relat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15 새천년개발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실천과 
더 동등한 수준의 목표달성을 이루어야 함.

- 개발목표는 특히,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과 지속가
능하고 공정한 건강결과를 위한 효과적인 보건제
도 등 WHO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해야 함. 

자료: WHO 홈페이지 (www.who.int/about/agend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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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WHO를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 개혁의 목적은 다양한 글로벌 보건 단체들 가운데서 

WHO의 위상을 확립하고 명확한 역할을 찾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내부적으로는 

WHO 조직 자체의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성과 중심의 경영, 우수한 인력 확보, 효율적, 효과적 자원 활용, 인적자원․커뮤니케이션․

재정․평가․관리책임․투명성․정보 관리력 제고 등의 노력은 경영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WHO 개혁

8. WHO와 한국

한국은 1949년 8월 17일 제2차 로마 보건총회를 통해 가입했다. WHO의 고위직에 진출한 한국

인으로는 1989년~1999년까지 서태평양 지역처장을 역임한 한상태 박사, WHO의 제6대 사무총장

을 역임한 이종욱 박사,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처장으로 2009년 5월 선출된 뒤 재임에 성공한 현 지

역처장 신영수 박사가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집행이사국을 5번 역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번째 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HO는 상주 주한 대표부를 1965년 설치했다가 1999년 

폐쇄한다. 

2006년도부터 복지부 소관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WHO 의무분담금 규모는 

상위 10위에 들고 있고 사업분담금도 점진적으로 늘어 2014년에는 59억4천만원, 2015년에는 70

억4천만원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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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HO 의무분담금 (상위 10위)

한국의 WHO 사업분담금: 2014년 59.4억원, 2015년 70.4억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3 2014 2015 담당 부서

WHO 사업분담금 1,696 1,526 1,973 국제협력(담)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480 480 480 한의약정책과

WPRO 전략사업 추진 2,650 2,650 2,762 국제협력(담)

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1,243 1,243 1,822 질병관리본부

WHO FCTC 부담금 - 259 - 건강증진과

년도 분 담 금(달러)

2002, 2003 4,171,137(0.990%), 5,062,244(1.200%)

2004, 2005 7,817,700(1.8213%), 7,709,110(1.796%)

2006, 2007 8,020,000(1.796%), 8,020,000(1.796%)

2008, 2009 10,092,780(2.173%), 10,092,780(2.173%)

2010, 2011 10,092,780(2.173%), 10,497,000(2.260%)

2012, 2013 10,497,000(2.260%), 10,497,000(2.260%)

2014, 2015 9,262,600(1.994%), 9,262,60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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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WHO의 의사결정

1. 세계보건총회

세계보건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세계보건기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사업․예산을 승인한다.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각종 위원회와 

하위 기관(institutions)을 설립할 수 있다. WHO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총회의 임무 중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 집행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 회원국을 지명하는 것

－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

－ 이사회 및 사무총장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활동․연구․조사 또는 보고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지도하는 것

－ 기구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 기구의 재정정책을 감독하며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

진다. 이러한 협약 또는 협정은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요구되며,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건총회가 규칙을 채택할 권한

이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

－ 질병, 사인(死因)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용어표

－ 국제무역에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효력에 관한 기준

－ 국제무역에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광고 및 표시

이렇게 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보건총회가 채택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에 전회원

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보건총회는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권한도 갖고 

있다. 

보건총회에 의해 현재까지 채택된 유일한 협약은 2003년 5월 21일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으로 40개 회원국이 조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2005년 2월 27일 발효되었다. 보건총회에 의해 채택된 규칙은 총회의 채택이 공지가 된 후 적정 기

간이 지나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지만 이를 거절하거나 특정 기간 유보를 원하는 회원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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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최초로 채택한 규정은 국제보건규칙인데 1951년 승인된 

이래 196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분과위원회와 본회의가 각각의 목적을 따라 운영되는데 분과위원회는 다루

는 의제에 따라 A, B 위원회로 나뉜다. A위원회는 주로 기술 및 보건 분야 의제들을 논하고 B위원회

는 재정, 경영 현안을 논하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한 쪽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의 진도가 

늦을 경우 그 분과위원회의 의제를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렇게 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최종 승인된다. 본 회의는 총회 기간 중 

수차례 열리는데 개회와 폐회를 비롯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달된 보고서와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

무총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는 곳이다. 여기에 기술설명회(technical brief-

ings)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공유하거나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다.

2.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보건 분야에서 기술적 자질을 갖춘 34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총회에서 지명

된 회원국이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집행이사회의 주 회의는 1월에 개최되며 여기에서

는 5월 총회의 의제를 결정하고 총회에 전달할 결의안을 채택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진행되는 두 

번째 집행이사회는 5월 총회 직후에 개최되며 주로 행정적인 현안을 논의한다. 집행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총회의 결정 및 정책을 실시하고 보건총회에 조언하며 그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집행이사회가 수행하는 임무(헌장제28조) 중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보건총회의 결정 및 정책을 실시하는 것

－ 보건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

－ 보건총회가 위탁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 보건총회가 이사회에 부탁한 문제 및 협약, 협정 및 규칙에 의하여 본 기구에 부여된 사

항에 관하여 보건총회에 조언하는 것

－ 보건총회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언 또는 제안하는 것

－ 보건총회의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것

－ 특정기간 동안의 일반사업게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보건총회에 제출하는 것

3.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세계보건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보건총회가 

결의하고 결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최고 기술 및 행정관리가 사무총장인데 보건기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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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무총장을 직권상 보건총회, 이사회, 보건기구의 모든 위원회, 소위원회, 보건기구가 소집하는 

모든 회의의 간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연례적으로 이사회에 보건기구의 재정보고 및 예산

안을 제출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은 약 7,000명의 직원과 기타 전문가 및 보조원들을 두고 

있고 본부, 6개의 지역사무처, 국가별 사무소를 두고 있다. 

4. WHO의 의사결정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최종결정은 보건총회가 내린다.  

그리고 보건총회에서의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이사회가 보건총회에서 논하게 될 의제안

(provisional agenda)을 준비해 다음 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은 집행이사회가 보건총회의 의

제로 포함해야 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의제들이다(세계보건총회 의사(議事)규칙 제5칙):

－ 보건기구 사업에 대한 사무총장의 연차 보고서

－ 직전 보건총회에서 포함하도록 지시한 의제

－ 예산 관련 의제

－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이 제안한 의제

－ 국제연합이 제안한 의제

－ 보건기구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엔 기구가 제안한 의제

이와 같이 의제들 중에는 별도의 제안 과정 없이 규정에 따라 상시적으로 다뤄야 하는 의제가 있

고, 회원국을 중심으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 제안한 의제가 있다. 의제 제안서

에는 반드시 제안에 따른 설명(explanatory memorandum)이 있어야 한다. 보건총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준비해 총회에 제출하는 집행이사회 역시 다음과 같은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집행

이사회 의사규칙 제9칙):

－ 보건총회가 포함하도록 지시한 모든 의제

－ 직전 집행이사회가 포함하도록 지시한 의제

－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이 제안한 의제

－ 국제연합이 제안한 의제

－ 보건기구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전문기구가 제안한 의제

－ 사무총장이 제안한 의제

회원국 등이 의제를 제안할 때는 사무총장에게 의제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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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과 논의하여 의제의 채택, 제외,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안된 의제를 회의 의제에서 

제외하거나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의제안(provisional agen-

da)에 담아야 한다. 

의제는 크게 집행이사회나 총회의 검토를 통해 자문이나 점검을 구하는 의제, 어떤 결정문을 구하

는 의제, 결의안을 구하는 의제로 나뉠 수 있다. 결정문이나 결의안을 구하는 의제를 논할 때는 논의 

중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결정문/결의안 작성 그룹을 편성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그룹

엔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그룹은 공식 회의에서의 논

의의 결정을 결정문/결의안에 담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런 결정문/

결의안 그룹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식 회의장에 전달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총회나 집행이사회

가 받아들이거나 추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건기구에서 어떤 국제보건이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반적인 절차는 의제를 제출한 

한 회원국이나 기관, 사무총장으로부터 집행이사회, 보건총회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세계보건기구 의사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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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요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2015년 5월 18일(월)부터 26일(화)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

다. 68차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2014년 발발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2015년 

초에 발생한 네팔 지진으로 인해 유행병을 포함한 대규모 비상사태에 따른 WHO 및 회원국의 준

비․감시 및 대응과 보건시스템의 개발 및 강화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194개 회원국으로부터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해, 항생제 내성, 에볼라, 간질, 국제보건규칙, 말라리아, 영양, 폴리

오,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권, 필수 수술,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결정

문 및 결의안을 승인했다. 

⧠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본회의

○ 1. 보건총회 개회

－ 1.1 자격심사위원회 임명

－ 1.2 의장 선출

－ 1.3 부의장 5명, 주 위원회 의장 선출 및 일반위원회 설립

－ 1.4 의제 채택 및 주 위원회별 의제 분할

○ 2. 집행이사회의 제135차, 136차 정기 회의 및 에볼라 임시회의 보고

○ 3. 사무총장 연설

○ 4. 초청 연사

○ 5. [삭제됨]

○ 6. 집행이사회: 선출

○ 7. 시상

○ 8. 주 위원회 보고

○ 9. 보건총회 폐회

위원회 A

○ 10. 위원회 개회

○ 11. WHO 개혁

－ 11.1 개혁 이행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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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

○ 12. 사업 및 예산 현안

－ 12.1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중간 심의

－ 12.2 2016-2017 사업예산안

○ 13. 비감염성 질환

－ 13.1 제2회 국제영양회의 성과

－ 13.2 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 13.3 아동기 비만 종식 위원회 현황보고

－ 13.4 2014년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성과 검토를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후

속논의

－ 13.5 간질의 세계적 부담과 국가별 조직화된 조치의 필요성

○ 14. 생애주기 건강증진

－ 14.1 보건 관련 MDG 성과 모니터링

－ 14.2 Post-2015 개발의제에서의 보건

－ 14.3 청소년 보건

－ 14.4 여성과 건강: 북경선언 행동강령 이후 20년

－ 14.5 사회․경제 개발 기여: 보건 및 보건형평성 개선 위한 지속가능한 다분야 조치

－ 14.6 보건과 환경: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현황

○ 15. 준비․감시․대응

－ 15.1 항생제 내성

－ 15.2 폴리오

－ 15.3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

－ 15.4 심각한 대규모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대응

○ 16. 감염성 질환

－ 16.1 2014년 에볼라 감염병 발생 및 집행이사회 에볼라 임시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 16.2 말라리아: 글로벌 기술전략 초안: 2015년 이후

－ 16.3 뎅기: 예방과 관리

－ 16.4 글로벌 백신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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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위원회 B로 이전]

○ 18. 경과 보고

비감염성 질환

－ A. 2013-2020 포괄적 정신보건 액션플랜 (결의안 WHA66.8)

－ B.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조율된 노력 (결의안 WHA67.8)

－ C. 청력손실 (결의안 WHA48.9)

감염성 질환

－ D. 메디나충증 박멸 (결의안 WHA64.16)

－ E. 주혈흡충중 퇴치 (결의안 WHA65.21)

－ F. 소외된 열대병 (결의안 WHA66.12)

－ G. 성감염병 예방과 관리: 글로벌 전략 (결의안 WHA59.19)

생애주기 건강증진

－ H. 신생아 보건 (결의안 WHA67.10)

－ I. 모성, 신생아, 아동 보건 개입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노력 (결의안 WHA58.31)

－ J. 국제연합 여성과 아동 구호물품 위원회의 권고 이행 (결의안 WHA66.7)

보건 시스템

－ K. 보건의 사회적 결정요인 (결의안 WHA65.8)

－ L. 지속가능한 보건재정구조와 보편적 보장 (결의안 WHA64.9)

－ M. 젠더 분석과 활동의 WHO 사업 통합 전략 (결의안 WHA60.25)

－ N.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결의안 WHA60.16)

준비․감시․대응

－ 유행성 플루 준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와 백신 및 기타 혜택 이용 (결의안 WHA64.5)

－ 천연두 박멸: 천연두 바이러스 박멸 (결의안 WHA60.1)

위원회 B

○ 19. 위원회 개회

○ 20. 동예루살렘과 시리아골란 점령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보건 현황

○ 21. 재정 현안

－ 21.1 2014년 재무 보고 및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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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 21.3 [삭제]

－ 21.4 2015-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

－ 21.5 [삭제]

○ 22. 감사 및 감독 현안

－ 22.1 외부 감사인의 보고

－ 22.2 내부 감사인의 보고

－ 22.3 외부 감사인 임명

○ 23. 인사 현안

－ 23.1 인적 자원

－ 23.2 국제공무위원회 보고서

－ 23.3 직원 규정 및 규칙 개정

－ 23.4 유엔합동직원연금이사회의 보고

－ 23.5 보건기구 직원연금위원회 대표단의 임명

○ 24. 경영 현안

－ 24.1 부동산: 제네바 건물쇄신 전략에 대한 현안 보고

○ 25. 국제연합체제 내 및 기타 정부간기구와의 협력

○ 17. 보건시스템

－ 17.1 보편적의료보장의 일환으로서 응급 및 필수 수술과 마취 강화

－ 17.2 보건인력의 국제채용에 대한 WHO 글로벌 실행코드

－ 17.3 부정불량의약품

－ 17.4 연구개발자문전문가워킹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 17.5 공중 보건, 혁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

⧠ 보건총회 기간 중 위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상시적, 의사 진행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한 보건 

현안 의제와 관련된 결정문/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결정문

－ WHA68(8) 동예루살렘과 시리아골란 점령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보건 현황

－ WHA68(9) 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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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68(10)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발발과 집행이사회 에볼라 임시회의의 후

속조치

－ WHA78(11) 보건인력의 국제적 채용에 관한 WHO 글로벌 실행코드

－ WHA68(12) 부정불량의약품

－ WHA68(14) 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의 개발

○ 결의안

－ WHA68.1 2016-2017 사업예산 

－ WHA68.2 2016-2030 글로벌 말라리아 기술전략 및 목표

－ WHA68.3 폴리오

－ WHA68.4 황열 위험지도 제작(risk mapping) 및 여행자 예방접종 권고

－ WHA68.5 국가보건역량 수립과 국제보건규칙 실행에 관한 2차 확장에 관한 심의위원회 

권고안

－ WHA68.6 글로벌 백신 액션플랜

－ WHA68.7 글로벌 항생제내성 액션플랜

－ WHA68.8 보건과 환경: 대기오염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대응

－ WHA68.9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

－ WHA68.10 2014년 재무 보고 및 재무제표

－ WHA68.11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 WHA68.12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

－ WHA68.13 외부감사 보고

－ WHA68.14 외부감사인 임명

－ WHA68.15 보편적 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응급 및 필수 수술과 마취 강화

－ WHA68.16 무등급 직위와 사무총장의 급여

－ WHA68.17 직원 규정 개정

－ WHA68.18 공중 보건, 혁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액션플랜

－ WHA68.19 제2회 국제영양회의 성과

－ WHA68.20 간질의 세계적 부담과 간질이 보건, 사회, 대중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

기 위한 국가별 조직화된 조치의 필요성



의제 1 총회 개회 
(Opening of the Health Assembly)

제1절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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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의 주요 내용

⧠ 의제 1.1  자격심사위원회(Committee on Credentials) 위원 임명

○ 세계보건총회 의사진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세계보건총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다음 12개국

을 임명했다. 

－ 벨기에, 콜롬비아, 지부티, 가봉,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레소토, 싱가폴, 스위스, 타지키

스탄, 동티모르, 통가

⧠ 의제 1.2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의장 선출

○ 세계보건총회 의사진행규칙 제78조에 의거,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의장을 선출했다.

－ 의장: Mr Jagat Prakash Nadda (인도)

⧠ 의제 1.3  부의장 5명, 주 위원회 의장, 총괄 위원회(General Committee) 수립

○ 부의장 5명은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 Dr Li Bin (중국)

－ Mr John David Edward Boyce (바베이도스)

－ Dr Ferozudin Feroz (아프가니스탄)

－ Mr Francesco Mussoni (산 마리노)

－ Dr Awa Marie Coll Seck (세네갈)

○ 위원회 A, B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 위원회 A 의장: Dr Eduardo Jaramillo (멕시코)

－ 위원회 B 의장: Dr Michael Malabag (파푸아 뉴기니)

○ 총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수립되었다.

－ 세계보건총회 의장, 부의장, A, B 위원회 의장 +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모로, 쿠바, 

프랑스, 가나,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오만, 페루,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공

화국, 영국, 미국, 베트남

⧠ 의제 1.4  의제 채택과 위원회별 의제 배분

○ 총회 의장은 총괄위원회의 의제(안)(A68/1) 수정안을 총회에 보고했으며 총회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 총괄위원회의 의제 수정안(A68/1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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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안에서 다음 의제를 삭제했다.

• 의제 5 새 회원 및 준회원 입회

• 의제 21.3 미납분담금 특별 조정

• 의제 21.5 새 회원 및 준회원 평가

－ “균종(Mycetoma)”에 관한 의제 관련 결의안을 제137차 집행이사회로 회부하였다.

－ 의제 17 “보건시스템”을 위원회 A에서 위원회 B로 이동시켰다.

－ 위원회 A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의제 11 WHO 개혁

   • 의제 16.2 말라리아: 글로벌 기술 전략(안): 포스트 2015

－ 위원회 A의 세 번째 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의제 16.1 2014년 에볼라 발병과 집행이사회 에볼라 특별 세션의 후속 조치

－ 위원회 A의 네 번째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의제 12.1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 의제 12.2 2016-2017 사업예산안

－ 위원회 B의 세 번째 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의제 22.3 내부감사 임명



의제 2 제 135차, 136차 집행이사회와 

집행이사회 에볼라 임시이사회 보고
(Report of the Executive Board on its 135th and 136th sessions,

and on its special session on Ebola)

제1절 의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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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2-en.pdf

1. 제135차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한 요소인 응급 및 필수 수술과 마취 강화에 대해 폭넓게 토론했

으며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장시간 토론 후 이 주제를 제136차 집행이사회 의

제(안)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사업․예산․행정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한 후 ‘전략적 예산공간 배분’에 관한 워킹그룹의 구성을 

현상 유지키로 하는 예외적인 결정을 내렸다. 평가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후 집행이사회는 감

사 역량 강화 및 이행을 촉구하며 평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두 전문가 위원회들의 보고서를 검토

했으며 보직 수여, 임명 정책, 주거지 결정, 무급 휴가, 보험료 지급 병가, 배우자와 자녀 여행 등과 

관련된 인사 규정(Staff Rules)의 수정을 확인했다. 

2. 에볼라 임시이사회

 집행이사회는 에볼라 사태의 현 상황과 과제, 감염 차단, 국가와 지역의 대비 정책, 대형 및 지속

적인 감염병 발병 및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대비 및 대응 역량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집행이사회는 리더십과 조율, 보건 시스템, 의료 지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대비 정책, 치료 약

제 및 백신, WHO의 구조와 역량, 연구 개발, 자원과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57개의 운영 項

(operative paragraphs)이 있는 포괄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비상기금(Contingency Fund)을 

수립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에볼라 감염병이 발병한 나라들에서의 의료종사자 채용, 

훈련, 보유 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사무총장에게는 WHO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에볼라 감염병 발병 시로부터 WHO 대응의 모든 양상에 대해 평가하고 제68차 보건총회에서 

이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2014년 에볼라 감염병 발병에 대한 현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에 대해 권고했다. 논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및 장기적 감염병 발병 및 응급사태

에 대한 WHO의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3. 제136차 집행이사회 (2015년 1월 26일 ~ 2월 3일)

집행이사회는 46개의 의제 항목을 담은 의제안을 채택했으며 WHO 가이드라인 개발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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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제137차 집행이사회에서 논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이사회는 지역위원회를 보고를 받았으며 사무총장은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오래된 결의안을 

폐지하는 조치와 지역 내 보건정보시스템을 조율하려는 조치를 거버넌스 개혁의 유용한 사례로 환

영했다.

⧠ WHO 개혁

○ 비정부주체 참여 구조

그간의 사업예산행정위원회, 집행이사회, 비공식워킹그룹 등을 통해 비정부주체의 참여 구조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사회는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한 많은 이슈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간에 제한이 없는 정부 간 회의(open-ended intergovernmental meeting)를 통해 

비정부주체의 참여구조 초안을 더 다듬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정부 간 회의에서 

나온 개정안은 사업예산행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 지배기구의 업무 방식

오랜 논의 후 집행이사회는 의제 수 관리, 국가 발언(statements)에 대한 웹사이트 수립, 회의 外 

행사(side events) 관리 개선 등에 대해 사무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했다.

○ 개혁 이행 검토

많은 회원국들이 집행이사회와 개혁이행검토 초안 작성 그룹의 논의에 기여하며 에볼라 감염병 

발병으로부터의 교훈, 특히 지역사무소의 거버넌스와 지역사무소와 본부의 관계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은 교훈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이사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138차 집행이사회에 

자신들의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두 번의 회의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회원국 자문 절

차(inclusive consultative process for Member States on governance reform)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절차를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 비감염성 질환

○ 제2회 국제영양컨퍼런스 결과

집행이사회는 제2회 국제영양컨퍼런스의 결과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여 로마영양선언(Rome 

Declaration on Nutrition)과 액션프레임워크 권고안의 결정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합동UN메커니즘에 기여하고 분야 간(intersectoral) 조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

청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로마 선언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 아동비만근절위원회 현황보고와 모성, 유아, 아동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집행이사회는 아동비만근절위원회의 현황을 검토했으며 모성, 영아, 아동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에 대한 보고도 검토했다. 집행이사회는 모성, 영아, 아동 영양에 관한 핵심 및 확대 지표군들에 대

해 추가로 제안된 지표들에 대해 더 논의한 후 이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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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평가 실시를 위한 2014년 유엔총

회고위급회담의 후속조치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평가 실시를 위한 2014년 유엔총회고

위급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 후, 집행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기존 서베이 도구를 활용하고 

글로벌 및 지역 레벨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지표들을 감안해 2014년 결과 문서(2014 out-

come document)와 2011년 정치 선언에 담겨 있는 국가 결의안들에 대해 2017년 유엔총회에 어

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노트를 수개월 내에 작성토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폭력과 보건에 관한 글로벌 현황 보고

집행이사회는 폭력과 보건에 관한 글로벌 현황 보고를 검토하고 글로벌 폭력과 보건 액션 플랜 초

안 개발 일정에 합의했다. 

○ 간질의 글로벌 질병부담과 간질이 건강, 사회, 공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수준의 

조율된 활동의 필요성

장시간의 논의와 비공식 초안작성그룹(informal drafting group)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이사

회는 세계보건총회에 관련 결의안을 추천했다.

⧠ 생애주기 건강 증진

○ 집행이사회는 청소년 보건, 여성과 보건, 보건 관련 MDG 성취 모니터링 등에 관한 보고서

를 검토했다. 또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으며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이사회는 제68차 세계보건총

회에서 관련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기한 내에 이 작업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기후와 보건: 보건과 기후에 관한 WHO 컨퍼런스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집행

이사회는 이사국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계획(work plan)을 

승인했다.

⧠ 대비․감시․대응

○ 항생제 내성 글로벌 액션 플랜

집행이사회는 보건총회 제출 전까지 개정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항생제 내성 글로

벌 액션 플랜 초안 작성 현황을 환영하였다.

○ 소아마비

사무국은 집행이사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결의안을 작성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제출 전까지 초안에 대한 비공식 자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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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국제보건규칙에 대한 포괄적 논의 중 많은 국가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과 국제보건규

칙 이행 강화의 필요를 연계했다. 집행이사회는 황열리스크매핑과 여행자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에 

대한 결의안과 국제보건규칙 검토 위원회(IHR Review Committee)의 권고안들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 감염병

○ 집행이사회는 2016-2030 글로벌 말라리아 기술전략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고 세계

보건총회에 그 채택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많은 나라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뎅기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집행이사회는 글로벌 백신 액션 플랜도 검

토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예방접종율과 회원국들이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했

으며 백신의 확보성(availability)과 경제성(affordability)도 논의되었다. WHO는 예방접

종을 1차보건의료의 한 요소로 보는 견해와 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한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했다.

○ 집행이사회는 2014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이사회 임

시 이사회에서 채택된 에볼라 발병에 관한 결의안을 언급했다.

⧠ 보건 시스템

○ 보편적 의료보장의 한 요소로서 응급 및 필수 수술치료와 마취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의 한 요소로서 응급 및 필수 수술치료와 마취 강화에 관한 논의 후 집행이사회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고 보건총회에서의 채택을 권고했다. 관련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

해 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 보건종사자에 대한 국제적 구인에 관한 WHO 글로벌 실행코드

집행이사회는 보건종사자에 대한 국제적 구인에 관한 WHO 글로벌 실행코드를 검토했다. 집행

이사회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실행코드의 유관성(relevance)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보건

총회에 보고할 것과 포괄적 보건인력전략 초안 작성에 관한 자문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 SPFFC 의료제품에 대한 회원국 메커니즘의 세 번째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이

사회는 보건총회가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를 2017년까지 1년 더 연기해서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에 합의했다.

○ 집행이사회는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가 자문 워킹그룹: 재정과 코디네이션에 관한 보고의 후

속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관한 글로벌 전략 및 액션 플랜 평가에 관해, 집행이사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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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프로그램 검토를 2018년까지, 액션 플랜 일정 틀을 2022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2015년 5월 보건총회에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관한 글로벌 전략 및 액션 플랜 평가를 2018년까지 완료하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평가 및 프로그램 검토 옵션들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집행이사회는 혈액과 기타 생체의약품의 기부와 관리에 관한 세계적 합의 원칙에 관한 결정

문을 채택했다.

⧠ 사업 및 예산 현안

○ 집행이사회는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및 재정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사무국

은 집행이사회의 의견을 2016-2017 사업예산안 작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략적 예산 공

간 배분 절차에 관한 사무총장의 설명이 있은 후 집행이사회는 워킹그룹이 추천한 포괄적 

원칙, 지역별 워킹그룹의 참여 회원국 수를 2개국으로 확장하는데 동의하면서 전략적 예산 

공간 배분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워킹그룹은 2015년 5월 제137차 집행이사회에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정 현안

○ 집행이사회는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을 승인했다. 또한 WHO의 재정전략 초안

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본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 경영과 거버넌스 현안

○ 집행이사회는 사업예산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 평가에 관한 보고서와 부동산: 제네

바 건물 쇄신 전략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사무국은 2016년까지 회원국들에게 건

물쇄신 재무계획과 리스크 분석을 포함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 집행이사회 위원회 보고

○ 집행이사회는 비정부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몇몇 비정부기구들과의 공식

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재단과 시상

○ 집행이사회는 쿠웨이트 정부 보건증진재단의 현 법률에 대한 개정을 승인하고 Jacques 

Parisot Foundation의 해체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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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현안

○ 집행이사회는 Dr Matshidiso Rebecca Moeti를 아프리카 지역처장으로 신임 임명하고 

Ms Zsuzsanna Jakab를 유럽지역처장으로 재임명했다.

○ 집행이사회는 전문직 및 상위 직급의 보상문제와, 직원 채용 및 이동 정책 및 인사 규칙의 

목적 및 기능 일부에 대한 인사 규칙 개정안을 확인했다. 집행이사회는 급수가 정해지지 않

은 직급 직원과 사무총장의 급여를 정하고 직원 임명, 인사발령, 승진, 퇴직 등과 관련된 인

사 규정 수정안을 채택했다. WHO 직원협회 대표의 성명을 검토하고 국제공무원위원회의 

보고서도 검토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이동 정책의 잠재적 가치와 기술 재고

의 필요를 검토했다.

⧠ 공지 사항

○ 집행이사회는 전문가위원회와 연구 그룹의 보고서들을 검토했다.



의제 3  사무총장 Dr Margaret Chan의 연설
(Address by Dr Margaret Chan, Director-General)

제1절 의제 내용



의제 3 사무총장 Dr Margaret Chan의 연설 37

제1절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en.pdf

지금은 전환과 변환의 시대입니다.

WHO는 현재에도 파괴적인 네팔의 지진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150여 개 이상의 인도주의 

기구들과 130여 개 이상의 독립 의료팀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의 가장 큰 비상 대응 활동은 서아프리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에는  현재 

1,000여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지리적 영역을 넓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국민과 경제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세계는 그와 같이 대폭적이고 맹렬하며 지속적이고 복잡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

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응기관들과 마찬가지로 WHO도 이러한 상황에 압도당했었습니다. WHO에

게 주어진 과제는 이 조직이 지난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 10배는 더 과중했습

니다.

많은 파트너들과 수 많은 회원국들의 지원으로 이 세 국가들에는 최근 몇 개월 큰 진전이 있었습

니다. 5월 9일 WHO는 라이베리아에서의 에볼라 감염병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치하합니다.

WHO 직원들은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복구를 포함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세 나라에 남을 것

입니다. 

에볼라 사태는 WHO 개혁의 속도를 높였으며 WHO 비상 운영 변화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했습

니다. 

저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들은 2015년 1월 집행이사회 에볼라 특별 세션에서 채

택된 결의안과 에볼라 중간평가패널의 첫 보고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WHO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지 들었습니다. 명확한 명령 및 통제 체계, 신속한 실

행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절차, 다른 기관들과의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지역사회 참여 강화, 그리고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그것입니다.

명령과 통제에 관해, 저는 제게 여섯 지역처장으로 구성된 훌륭한 내각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

다. 그들은 제게 자문을 주고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합니다.

WHO의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감염병 발병과 다른 보건 비상 사태 대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 

시스템, 자원을 가진 조직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WHO,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WHO의 구축을 위해 말입니다.

저는 WHO가 이러한 일을 잘 하기 위한 몇 가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WHO의 모든 감염병 발병 및 비상 대응 자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단일의 보건비상프로그램을 창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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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신속한 대응, 유연성, 그리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

그램 제 직속이며 저는 여러분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과 벤치마크를 통해   24시

간, 48시간, 72시간 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적은 국가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유엔기관들과 다른 국제 

대응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Office for the Coordina-

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ICEF, the World Food Programm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Red Crescent Societies, Doctors without Borders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1월 집행이사회의 에볼라 특별세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요청한 대로 저는 글로벌 감염병 

경계 및 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글로벌 보건 클러스터

(Global Health Cluster), 해외 의료진 및 기타 단체로부터 구성된 글로벌 보건 비상 대응 인력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에 대한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새로운 프로

그램에 의해 조율될 것입니다.

많은 정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 위기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긴급대응팀들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WHO에 대한 그들의 지원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네팔에서의 지진 대응에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지스틱스 전문가, 의료 인류학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을 제 응급 인력에 포함

함으로써 이들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역량은 제가 2016-2017 사업예산

안에 제안한 예산 증액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WHO 전 조직체계에서 차출되어 현장 작업을 지도하기 위해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응급 코디네이터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사업 규범과 운영 플랫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지스틱스, 조달, 채

용 절차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행정관리절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지원에 힘입어 저는 미화 1억 달러의 비상기금(contingency fund)을 설립해 초기 

대응 시 즉각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것이며 그 자원은 신축적인 자발적 분담금으

로 충당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의 다섯 가지 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직속의 WHO 통합보건응급프로그램(unified WHO programme for health emer-

gencies)을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대응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성과 측정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보건응급대응단을 설립하고 WHO의 응급대응인력의 핵심 및 예비 역량을 강화할 것

입니다.

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저는 미화 1억 달러의 비상 기금에 대한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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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WHO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이 없으며 관리할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

지 않은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긴급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연말까지 이러한 변화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가들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순기능의 보건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충격이 변하는 기

후이든지,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든지, 넘쳐나는 비감염성 질환 환자들이든지 말입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국가들은 국제보건규칙(2005)을 이행할 수 있는 핵

심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안보 의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보건규칙은 현재 이 법적인 도구가 감염병 대비를 촉진하고 체계 있고 규칙에 기반한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에도 필요합

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주목한 대로 국제보건규칙 이행의 핵심역량에 대한 자체 평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역량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호 평가

(peer review)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WHO가 백신, 약제, 치료 및 신속한 진단법 개발을 위해  과학자, 연구개발 커뮤니

티, 제약 산업을 연합하게 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난 주 고위급 에볼라 연구개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에서는 에볼라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혹은 다시 등장하는 감염병에 의한 비상상황에서의 가속

화된 의약품 개발, 시험, 승인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성취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은 에볼라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류가 마지막 병원균을 본 것도 아니지요. 

올해는 전환의 해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천년개발목표가 개발협력의 포괄적 틀로 제시된 이래로 세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그들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정의로운 세계”라고 부른 

세상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린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담대해지고, 더 빈번해졌

습니다. 세계2차대전이 종식된 이래 무력 분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지진, 쓰나미, 태풍, 가뭄, 홍수 등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어휘에는 “대형 재난”(mega- 

disaster)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국제적으로 확장된 식품과 연료 위기는 급속히 증가한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사는 비용을 보여주

었습니다. 금융 위기는 세계경제를 흔들어 하룻밤 사이에 번영에 대한 희망을 긴축으로 바꿔 놓았습

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그 전파력이 높을 뿐 아니라 극도로 불공정해 위기를 일으킨 원인과 아무 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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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세계 인구는 더 늘어났고 도시화는 더 진행되었으며 인구는 더 고령화되어 이제 치매가 우선순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세계는 더 부유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같은 나라들은 수 백만 명의 시민들을 빈곤에서 끌

어 올렸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부의 성장이 특권을 받은 소수에게만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부유한 국가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빈곤의 인구구조가 바뀌었습니

다. 오늘날 세계 빈곤자의 70%가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사회 부정은 강제적 십대 결혼 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성장이 저해됐거나 

쇄약한 약 2억1,200만 명의 아이들, 필수 의료비용 때문에 빈곤선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 등의 통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뚱뚱해졌는데 굶주린 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불건강 제품의 세계화된 마케팅은 생활습관병 부상의 진입점을 크게 넓혔습니다. 비감염성 질환

이 세계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서 감염병을 따라 잡아 보건 분야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바꿔 놓

았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적 진보가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시대입니다.

사회매체가 상당한 힘을 가진 새로운 목소리로 부상했으나 그 내용의 진위를 보장해줄 안전장치

는 별로 없습니다. 소문이 사실처럼 퍼지면서 아동 예방접종과 같이 철저한 과학에 근거한 보건 정

책조차 대중이 따르지 않도록 하게도 만듭니다.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상품을 보호하는 로비활동의 확산은 대중의 생각을 혼돈케 하고 과학적 근

거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들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1차, 2차 항생제들이 실패했습니다. 대체 상품의 유통 

루트는 말라가면서 평범한 감염병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후기 항생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내성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플랜 초안이 이번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액션 플

랜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가지 새로운 인간 병원체가 등장했습니다. SARS, H7N9 조류 독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그 것입니다. H5N1 조류 독감의 위협도 여전합니다. 2013년 12월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려 3개월

을 발견되지 않은 채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지금, 니제르는 6,000건의 감염과 400명의 사망 등 대규모의 수막염 감염을 경험하고 있으

며 우리에겐 백신이 부족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야생조류와 기르는 새들 사이에서 전파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지리적 

분포는 바이러스 발견과 구분을 위한 현대 도구가 개발된 이래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세계는 경계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럼 모든 전환과 변화와 충격과 도전들은 보건과 개발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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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더 위험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새로운 위협들은 사

람들과 그들의 건강, 그들의 생계,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을 하든,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의 자연 재해와 분쟁, 여러 규모의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족

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세계는 포스트 2015년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다가올 세 고위급 회의들은 개발의 미래 방향을 

정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개발 재정에 관한 국제회의가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9월, 뉴욕의 

유엔에서는 정상회의가 열려 포스트 2015 개발의제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12월, 파리에서는 제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컨퍼런스가 개최될 것이빈다.

7월 행사는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와 기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에 대해 연구할 것입

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재정 패턴이 보다 더 넓고 다양한 재원에 기반한 패턴으로 바뀔 것이 기대됩니다.

이는 재정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적은 매우 야심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재정계획 또한 야심차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9월에 완성될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는 유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문 프로세스의 산물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는 17개의 목적과 169개의 목표들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은 세 번

째 목적의 핵심입니다. 보건 관련 MDG는 그 목적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목표로 가장 환영할만한 

목표들은 비감염성 질환, 부상,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목표들입니다.

보건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동시에 다른 목적들의 투입 요소이기도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보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건의 자리는 굳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대담하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8개의 다른 목적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보건의 근본 원인과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을 포함함으로써 보건 목적은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모두에 의미를 갖게 되었

습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포함됨으로써 평등과 사회 통합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는 새로운 의제의 정신이 보다 명확히 표출되었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은 단일 개념으로써 보건 목적을 잘 표명하며 보건 서비스의 통합 전달을 위한 

플랫폼이자 모든 정책 옵션 중 가장 강력한 사회 평등 동인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12월 기후 변화 컨퍼런스를 주최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러한 책임을 신중히 맡은 것

은 참 마음 놓이는 일입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종이 인간임이 인식되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너무 오랫 동

안 기후 회담에서 사람의 건강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대기오염과 연관된 사망률에 대한 WHO의 추

정과 지난 해 보건과 기후에 대한 컨퍼런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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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결과에 대한 회담에서 보건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파리에서의 행사를 기후 변화의 폐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차선이란 없습니다. 지구 외 다른 행성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의제는 지난 해 영양에 관한 국제회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 회의에서는 영양

결핍과 과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기후 변화가 식품 안전과 영

양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상하는 이 새로운 의제가 15년 전 그려진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정의로운 세계”로 우

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까요?

우리에겐 보건이 형평성에 부여하는 가치와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끼치는 기여를 통해 큰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심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지금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개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에서의 진보는 신속히 측정될 수 있고 그러한 측정은 신뢰할 만 합니다. 사실상 보건 지표들

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의제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6월에 WHO와 세계은행은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한 세계 최초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출판할 것입

니다. 보고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이 수량화될 수 있고 보건 서비스와 재정 보호라고 하는 그 핵심 목

표들을 향한 진보를 측정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것을 보여 줍니다. 

쌓아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MDG 시대는 GAVI Alliance, 글로벌 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세

계적 보건 이니셔티브들과 같은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

는 가난한 사람들의 질환을 위한 새로운 저렴한 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민관협력관계

를 창출했습니다. 이 시대는 책임성의 틀과 독립된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

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Every Woman, Every Child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명백히 보았습니다.

성공은 또 다른 이득입니다.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세계가 진정으로 보건의 개선을 원

한다면 세계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성 및 아동 사망률이 그 어느 때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록적인 감

소를 보였습니다. 2013년은 1990년보다 매일 1만7,000명의 아동이 적게 죽습니다. 

에이즈도 지난 해 정점을 쳤는데 새롭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새로운 감염

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기가 시작될 즈음 많은 전문가들은 에이즈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에이즈 감염이 심한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예견했었습니

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WHO의 권고로 인한 개입의 확대로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사망률이 47% 

감소했습니다. 대략 430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약 3,700만명이 결핵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2006년 이래 소외된 열대병과의 전쟁을 위해 5십억 이상의 구충제가 전달되었습니다.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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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십억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

에 박아두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동반자였던 이 질환들을 무찔러 빈곤

으로부터의 대량 탈출을 위한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아마비 박멸에 가깝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상황은 애무 고무적이며 지난 9개월 

간 한 건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역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기니벌레 질병의 박멸을 위한 여정은 또 다른 이정표를 지나 왔습니다. 한 때 18만 건을 가졌던 

가나가 지난 1월 이 질환이 없는 나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많은 글로벌 전략과 액션 플랜을 승인해 준 회원국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세기의 초입

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매우 야심찬 목적과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의 비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실제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4월 말 아메리카 지역은 루벨라 전파를 차단하고 이 질

환을 퇴치하며 간련된 루벨라 증상을 제거한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

벌 백신 액션 플랜에 설정된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또 다른 이득입니다. 정부 최고위 수준에서의 결단과 주인의식은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입니다. 여성의 참여는 그 두 번째 성공 요건입니다.

국가들은 역량을 원하지 자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원조는 기존의 보건 시스템과 인

프라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지 그것들을 피해서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조가 세워

집니다. 자조는 개발 원조의 가장 좋은 출구전략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보건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재원이 많은 보건 이니셔티브도 지속

적인 개선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질환의 위협으로부터의 세계의 보안은 국가들이 질병 감

시, 검사소 및 대응 역량을 보건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질병 감시는 비감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에도 필요합니다. 이 때 환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질환

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은 결국 셈입니다. 강력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건에 대한 위협은 증가했으나 우리의 대응 역량도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보건은 인간

의 최고의 창의성과 결단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 도구, 개입, 그리고 일정에 따른 목표가 있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포스트 2015로 진입합니다. MDG를 추진하던 추진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WHO는 성공

한 기록이 많은 성숙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은 형평성, 사회 정의, 그리고 보권 권리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결의에 의해 추

진됩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가난한 곳에 사는 가

난한 사람들은 결국 빈곤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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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감염병 사태는 WHO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중간평가보고에서 지적된 대로 지금은 

WHO 사업을 재 정의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WHO에게 새로운 의미와 세계 보건을 이끌 새로운 힘

을 부여해야 할 결정적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제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 11 WHO 개혁  

11.1 개혁 이행 진행 보고
(WHO Reform: overview of reform implementation)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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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4-en.pdf

⧠  경과

○ 제 136차 집행이사회 논의를 통해 3개 분야 개혁 진전사항 보고

－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분야로, 중점 사업, 예산 편성, 재정 및 자원의 유동성 향상 등의 진전

－ 거버넌스

· WHO 지배기구의 내부 업무처리방법,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역할 등에서 다양한 진전  

－ 조직경영

· 책무성 강화, 인적자원 개혁, WHO의 평가 기능 및 소통 능력 강화

⧠  논의 내용

○ 제 68차 의제 내용

－ 3개 분야 개혁 진전사항 보고: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 가장 큰 진전상황을 보인 분야로, 중점 사업, 예산 편성, 재정 및 자원의 유동성 향상 등

의 진전

－ 3개 분야 개혁 진전사항 보고: 거버넌스

· WHO 지배기구의 내부 업무처리방법,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역할 등에서 다양한 진전

－ 3개 분야 개혁 진전사항 보고: 조직경영

· 책무성 강화, 인적자원 개혁, WHO의 평가 기능 및 소통 능력 강화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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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경과

○  (제 134차 집행이사회) 2단계 개혁평가의 주요결과와 권고에 대한 대응 제시하였다.

○  (제 136차 집행이사회) 제 67차 총회 이후 진행된 개혁(사업과 우선 순위 결정, 거버넌스, 

경영) 이행의 진전사항 제시하고, 에볼라 발병으로 개혁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였다.

⧠ 주요 내용 요약

○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제 67차 총회 보고 이후 진행된 WHO 진행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개혁

의 현재 상황, 3가지 분야(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거버넌스, 경영)에서의 개혁 진전 상황, 

향후 사업, 에볼라 발병의 영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2011년 5월부터 4년간 진행되고 있는 WHO 개혁으로, WHO는 더 강력한 기구가 되어 

WHO가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맡아서 건강결과를 향상시키는 목

적 달성을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 

－ 현재까지의 진전과 성공(특히 WHO의 규범적 기능과 기술적 지원에서)은 개혁의 방향을 

입증하고, 중요성을 확인해주었다. 에볼라 위기로 인해 WHO의 개혁 계획에 WHO 내부

의 긴급상황 및 발병 대응 기능의 개혁 필요성을 추가하게 되었다.  

－ 2014년 5월, 제 67차 총회에서 개혁의 2차 평가 결과로, 개혁 결과 프레임워크(reform 

results framework) 재구축을 검토했다. 그 이후로, 이행단계에 도달한 산출(output) 

비율이 2014년 1월 40%에서 현재 80%까지 증가했다.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분야에서 

가장 큰 진전 사항을 보였는데, 모든 산출 기대치가 이행 단계에 도달했다. 경영 개혁에

서는 80%, 거버넌스 개혁에서는 70%의 산출이 이행 단계에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의 WHO 변화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재정 개혁 

등의 진전 가속화와, 책무성 및 투명성 개혁의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개혁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분야(인적자원, 소통, 평가 등)를 파악하고, 뒤쳐진 분야(거버넌스, 

정보 관리 등)의 개혁 가속화가 필요하다. 

－ 에볼라 발병은 개혁 활동의 속도와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정보 관리, 파트너십 

검토, 프로젝트 관리의 제도화 등이 WHO의 자원이 에볼라 대응에 전용되어 지연되었으

며, 인적 자원 등의 진행 중인 개혁의 속도가 WHO의 경영 구조 및 시스템의 제한으로 

더디게 되었다. 에볼라 발병은 WHO의 자원과 운영상 제한 측면에서 개혁의 재계획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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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 사업 및 재정 개혁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출(output) 전달을 위해 WHO의 계

획, 예산, 자금 조달의 주기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건강 결과 향상에 기여한다. 강화된 기

전(mechanism)과 회원국과의 협의로 제안된 2016-2017 사업 예산에 1) 에볼라 바이

러스 발병으로 얻은 교훈 적용, 2) 보편적 의료보장에 중점을 두고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대응, 3) 떠오르는 위협 및 우선사항,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중점의 이동이 있

었다. 또한 예산 편성 방법의 조화와 표준화는 현실을 직시하여 제안된 예산이 기대 비용

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추가 개선에 기여한다. 

－ 재정 개혁의 일원으로 도입된 재정 대화는 WHO의 재정과 자원 유동성 향상에 기여했

다. 유연한 자원의 전략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카테고리와 사업별로 재정 수

준의 불균형이 남아있으며, 전략적인 재원 사용을 통합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 거버넌스 개혁

－ 거버넌스 개혁의 3개 요소, 1) WHO 지배기구의 내부 업무처리방법, 2) 외부 이해관계

자의 참여, 3)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역할에서 다양한 진전이 있었다.   

－ 지배기구의 업무처리방법과 관련하여, 136차 집행이사회 의제 및 사전세션 문서 개수 감

소, 회원국 개입(intervention) 개수 및 길이 등 지배기구 회의의 효율성 개선이 있었다. 

거버넌스 개혁의 회원국 참여 요청으로, 첫 회원국 회의가 2015년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2015년 3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시작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지지하고 있

고, 지배기구의 의제, 결정문, 결의안, 세션, 일정, 사무국의 역할, 다른 분야 개혁과 지

지·조화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논의 사항이 2015년 5월 우선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제출

될 예정이다.  

－ 제 136차 집행이사회 결과, 제 68차 총회에서 “비정부주체 참여 방안 프레임워크” 초안

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EB136(3)). 이에 각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정부간 회의 (2015년 3월 31일-4월 1일)에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

하여 개정한 프레임워크 초안을 제 68차 총회에 제출했다. 

－ WHO는 3단계 조직 수준에서 UN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post-2015 개발의제(제안된 

SDG 3)나 자금 조달 등의 논의과정에 WHO 위치의 지역적 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지역

사무소와 정기적인 논의를 하여, UN 시스템 정책 토론에서 건강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

장하도록 한다. 또한 본부와 지역사무처는 UN 국가팀(UN country teams)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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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혁

－ (책무성) 조직의 책무성과 리더십을 상급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역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WHO의 국제 정책 그룹을 조직했다. 이 그룹은 강화된 운

영 문화를 도입하고 조직적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WHO 개혁 의제 주요 요소

의 설계 방향과 이행을 검토한다.  

－ (인적자원) 인적자원 개혁이 2014년 사무국 우선순위였으나 에볼라 발병으로 활동은 지

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소 대표 선출, 국제적 전문가, 지역 채용, 성과 관

리 프레임워크, 직원 입문교육, 인력의 유동성 등의 분야에서 진전이 되었거나, 진행 중

이다. 

－ (평가) 사무총장의 사무소 내 독립 부서에서 WHO의 평가기능,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다른 주체의 최선 방법과 모델 등을 검토한다. 평가 사무소는 외부 평가․검토․사정의 

접점이 되어 평가 권고안, 관리 응대, 기관 학습 등을 추적한다. 

－ (소통) 지난 몇 년간, WHO의 소통능력(특히 위기․응급상황 소통과 소셜미디어)이 향상

되어 왔다. WHO의 에볼라 대응에서, 조직적 응급상황 소통, 외부 관계, 내부 소통 등에

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 

○ 개혁이행 강화와 변화 관리를 위한 향후 기회 

－ WHO의 3단계 조직 수준에서 개혁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사무소는 각 국가의 필요

에 따라 개혁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1) 사업과 행정적 검토, 2) 선택된 국가 사무

소와 예산 센터에서 인적자원, 프로젝트 및 변화 관리 등에 중점을 둔 개혁 이행의 시범

사업 진행, 3) 지표 기반의 국가 및 예산센터 수준에서 개형 이행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의 

기전을 개발했다. 

－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의 모든 분야 개혁 이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부와 지역의 

상급 직원으로 구성된 개혁 이행 네트워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플랫

폼을 제공한다.

－ 개혁 이행은 본부의 관련 사업주(business owner)로부터 조직 3단계 네트워크 통합, 개

혁 계획의 선행조사, 지역․국가의 개혁 활동 참여 증진, 정책․프레임워크 관련 지도․

도움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 개혁의 계획, 갱신, 모니터링은 웹기반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통해 모든 사업주가 정기적

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의 모든 기능적 측면이 2015년 말까지 관련 사업부서의 

일상(daily work)이 되어, 계획한대로 모든 활동을 완료하며, 조정 및 보고가 기능적 영

역(인적 자원 및 평가)의 책임이 될 것이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혁의 영향과 준비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 3단계 조직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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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계획의 결과 개요를 제시했다. 평가 결과는 변화 관리 및 소통 조정의 기반을 마련

하고, 성공적인 개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및 훈련을 안내하고 있다. 

－ 남은 기간 동안 개혁 노력의 주요 초점은, 1) 국가 사무소  강화 및 국가 수준의 성과 측

정·개선 지표 개발로 성과향상, 2) 모든 개혁 계획과 3단계 조직에서 역량강화, 학습 요

구의 통합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이다.   

○ 총회가 취해야 할 조치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를 권고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WH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WHO의 운영(인력, 예산, 관

리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컸으며, 특히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강

력한 WHO 리더십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의제 배포 시점 등 회원국들의 충분한 의견수

렴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제68차 총회 준비 과정에서 WHO 개혁 등 중요

한 의제의 배포가 늦어져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

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개혁의 구체적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주요국 발언

독일

국제보건의 개입은 국제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WHO의 투명성이 매우 큰 관심사라

고 할 있다고 발언하였다. 에볼라 사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WHO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WHO 조직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나, 현재 조직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며, 그 결과로 현재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정치적 접

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긴급대응에 있어 WHO의 지도적 역할에 대하여 지지하며, WHO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안을 환

영하며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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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HO 개혁에 있어 인적재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무국이 우선순위를 인적재원에 두기를 희망하

며, 더불어 WHO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개혁 이행 계획안을 

환영하며 향후 더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이 이루어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함.

일본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논의 상황이 여기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

현하였으며, WHO는 보다 확정적인 일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였다.

중국

위기대응의 주요 부분인 WHO 내 3개 수준에 대한 UN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WHO 개혁을 대체로 지지하며 논의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WHO 개혁의 진행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WHO Reform Project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5) 사이트를 통해 개혁 이행상황의 진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특히 제69차 

세계보건총회 이전 비정부주체 참여방안의 최종안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향후 WHO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http://spapps. who.int/WHOReform/SitePages/Reports/Dashboar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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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5-en.pdf

⧠ 경과

○ (제 136차 집행이사회) 회원국은 비정부주체의 WHO 참여에 대체로 찬성하나, 향후 프레

임워크 채택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제시

－ 총회 이전 정부간 회의 실시를 사무총장에 요청(EB136(3))

⧠  논의 내용

○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을 정부간 회의에서 검토한 후 초안 수정

－ 이전 초안에서 자원, 이해상충, 이해상충 및 기타 위험의 관리, 실사 및 위험사정, 위험 

관리, 투명성, 파견,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 수정․추가

－ 수정․추가한 부분은 1) 정부간 회의에서 합의됨, 2)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음, 3) 합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장의 타협 제안 등의 3가지로 나누어 제시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와 부록으로 제시한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워크 및 유형별 세부

정책에 대한 가이드 제시 권고

2. 의제 내용

⧠ 논의경과

○ (제 133차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비정부주체의 참여방안 구체화 요청하고 결과를 제 

134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EB133/16)

○ (제 134차 집행이사회) WHO와 비정부주체 사이 향후 교류협력의 형태에 관해 회원국 논의

가 필요 (EB134/8) 

○  (제 67차 WHO 총회)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워크” 초안의 진척사항에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비정부기구 참여의 중요성에 동의. 이해상충과 영리기구 관련 이슈에는 자문과 

논의가 더 필요(WHA67/6). 사무총장에게 제 67차  총회와 그 이후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서를 제136차 집행이사회 이전까지 회원국에 제출하기로 요청함. 사무총장은 6개 지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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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 (WHA67(14))

○  (제 65차 WPRO 지역총회) 총회 이후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WPR/ 

RC65/11). 프레임워크를 지지하지만,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쟁중립성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함. 앞서 성공한 협력사례  (민관협력,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이니셔티브 등)에서 WHO

가 배울 수 있음(EB136/INF./2)

○  (제 136차 집행이사회) 회원국은 비정부주체의 WHO 참여에 대체로 찬성하나, 향후 프레

임워크 채택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제시함. 제 68차 총회 개최 이전 정부간 회의

를 실시하기로 사무총장에 요청함(EB136(3)). 

○  (정부간 회의) 집행이사회 이후 각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하여, 2015년 3월 30일-4

월 1일 정부간 회의에서 회원국의 제안에 대해 토론

⧠ 주요 내용 요약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제 136차 집행이사회 이후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2015년 3월 30일-4월 1일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르

헨티나의 Dra Andrea Carbone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한 정부간 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제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무총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을 개정한 후, 제 68차 총회

에 제출했다. 

－ 집행이사회와 정부간 회의 이후 개정된 초안에 추가된 부분은, 1) 정부간 회의에서 합의

됨, 2)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음, 3)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장의 타협 제안 등의 

3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정부간 회의와 제 68차 총회 사이 서로 비공식적 상의를 거

치기로 권고되었다.   

○ 총회가 취해야 할 조치

－ 총회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록으로 제시한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워크 및 4가

지 비정부주체 유형별 세부정책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워크 (부록)

○ 프레임워크 수정 사항 요약

－ 각 회원국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하여, 제 136차 집

행이사회 결정문(EB136(3))에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항 중 자원, 이해상충, 

이해상충 및 기타 위험의 관리, 실사 및 위험사정, 위험 관리, 투명성, 파견,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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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다루고 있다. 기존 프레임워크 초안에서 비정부주체 참여방안과 관련하여 제공 가

능한 자원의 범위, 이해상충 주요 발생상황, 가장 중요한 이해상충, 실사․위험 사정의 

정의, 기능 및 실시방안, 위험상황 관리, 투명한 참여(비정부주체 정보 공개 및 등록 등), 

WHO 파견 수용여부, 관리․감독 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다. 

○  비정부기구 참여 목적

－ 국제 보건 향상과 WHO의 정책과 권고안 이행

－ WHO의 기술적인 규범과 기준 적용 지원 

○  전반적 프레임워크

－ 비정부주체 참여의 원칙은 공공보건에 대한 분명한 혜택, WHO의 특성 존중, WHO 업

무의 바탕인 과학적인 근거기반 접근 지지, WHO의 규범과 절차 보호, WHO의 진정성, 

독립성, 신뢰, 명성의 유지, WHO 위험요인(이해상충 등)을 감소 관리,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책무성, 진정성, 상호존중 기반 수행 등이다. 

－ 참여방안은 지배기구 회의, 자문, 공청회, 기타 회의와 관련한 참가부분, 자금, 인력, 현

물(의약품, 기타 제공 상품, 무료제공 서비스) 관련 자원부분, 정보의 수집, 분석, 생성 및 

지식과 연구 관리와 관련된 근거 부분, 보건 이슈 인식 제고를 위한 행동과 관련된 지지

와 유지, 제품개발, 역량강화, 정책결정지지, 응급 시 협업운영, WHO 정책이행 기여와 

관련한 기술적 교류부분으로 구분한다.    

－ 실사는 WHO가 비정부주체 관련 정보의 종합적 분석 및 기본 이해가 목적이며, 위험 사

정은 실사와 병행하여 비정부주체의 특정한 참여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조정그룹은 위험 사항 관리를 담당한다. 

－ 관리․감독은 사업예산행정위원회(PBAC)가 검토, 지도 및 집행이사회 권고 형태로 실

시한다. 프레임워크 이행 관리․감독 (사무총장 및 전문 관리․감독 자문위원회의 연간

보고 제출, 참여관련 발생문제 집행이사회의 위원회 회부 등), 비정부주체의 WHO 공적

관계 승인 및 갱신, 프레임워크 개정 제안 등을 포함한다.

－ 프레임워크 이행의 평가는 참여조정그룹과 PBAC를 통해 집행이사회에서 비정부주체 참

여 관련 연간 보고와, 비정부주체 등록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프레

임워크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와 프레임워크 개정 제안사항은 모두 집

행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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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부주체 유형별로 WHO 참여에 관한 WHO 정책과 운영원칙

○  NGO

－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

－ 참가범위: WHO 회의, WHO 사무국의 NGO 주최 회의 

－ 지원 가능한 자원: 재원, 인력 및 현물 

－ 근거제공: 최신 정보와 지식, 경험 공유

－ 정책기조: 보건 관련 정책기조 유지 및 이슈와 인식도 제고

－ 기술적 교류 

○  영리기구

－ 상업적 영리기업 및 국제적 기업조직 

－ 참가범위: WHO 회의, 영리기구 주최 회의 

－ 지원 가능한 자원: 재원, 인력 및 현물(의약품, 기술, 임상시험 등)

－ 근거제공: 근거 생산, 지식 관리 및 수집, 연구 (이해상충 없을 때만)

－ 정책기조: WHO의 규범과 표준 이행 지지 

－ 기술적 교류: 기술적 조언, 보건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  자선단체

－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  

－ 참가범위: WHO 회의, 자선단체 주최 회의

－ 지원 가능한 자원: 재원, 인력 및 현물 기여, 재정대화 참여 가능

－ 근거제공: 최신정보, 기술 및 경험 공유, 근거생산 및 관리, 과학적 검토, 정보수집 및 연구

－ 정책기조: 보건 관련 옹호 및 보건 이슈 인식 제고

－ 기술적 교류

○  학술기관

－ 연구, 교육, 훈련으로 지식의 추구와 전파가 목적인 기구

－ 참가범위: WHO 회의, 교육기관 주최 회의 

－ 지원 가능한 자원: 학술기관은 재원, 인력 및 현물 기여. WHO는 

－ 학술기관에 연구, 임상시험, 실험, 서류 준비 등의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제공 가능

－ 근거제공: 최신정보 및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식, 경험 공유, 근거 생산, 지식관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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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토, 정보수집 및 연구

－ 정책기조: 보건 관련 정책기조 유지 및 이슈와 인식도 제고

－ 기술적 교류: 과학적 교류, 학술기관 전체나 부분적으로 WHO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re) 지정 가능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비정부주체 참여 방안의 근거(Rationale)

○  WHO 활동에 비정부주체(NSAs)가 참여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 마련

－  초안에 WHO가 NSAs의 참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적시된 것에 대

한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  NSAs가 주된(major) 역할을 수행한다는 표현보다는 important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NSAs의 참여가 WHO의 법규(mandate)나 목적을 실현(fulfil)한다

는 표현 보다는 향상(enhance)시킨다는 것을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섬

⧠ 비정부주체 참여 방안의 원칙(Principles)

○ NSAs의 참여가 WHO의 정책, 규범 및 기준(polices, norms and standards) 설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표현의 논의

－ 논쟁이 치열했던 주제로, 문구 하나 하나에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참여방안

의 다른 부분이나 이후 WHO 활동 시 참조되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를 사전에 명확

하게 정하기 위함

⧠ 비정부주체 참여의 혜택(Benefits of engagement)

○ NSAs의 참여가 세게 보건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의 정도 및 확신에 대한 표현으로 

논쟁이 이루어 짐

－ NSAs can/may bring important benefits to global health ~ 의 표현에서 can이 

적합한 지 may가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 NSAs의 기여 정도에 대한 정의로는 NSAs의 참여가 WHO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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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to) 한다고 표현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여(contributing), 지원(supporting) 

혹은 도움을 줌(helping)으로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컸음

⧠ 비정부주체의 정의(Non-State Actors)

○ 비정부주체 정의에 관한 논쟁 중 뜨거웠던 부분은 NSAs 중 비정부기구(NGOs)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초안에는 NGOs와 민간영역(private sector)를 다른 종류로 구분해 놓았는데, 

많은 경우 NGOs도 민간영역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의

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NGOs는 민간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foundations)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라고 답변함

⧠ 근거(Evidence)

○ 비정부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WHO의 규정, 정책 및 절차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비정부주체는 WHO가 중요한 가이드라인 작성 시 과학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사무국은 비정부주체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위탁되어 과학적 검토 절차를 밟아 활용될 것이라고 답변함

2. 주요국 발언

⧠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논의에 주도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아르헨티나는 의장국으로 논의를 주도했다.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비정부주체가 WHO 활동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

하는 입장이었다. 

○ 반면, 이집트, 브라질, 짐바브웨 등은 WHO 활동의 정책, 규범과 기준(policies, norms 

and standards) 설정 시 비정부주체의 참여가 향후 WHO 의사결정 및 활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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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의안 초안

1. 영문 결의안: 초안

Draft resolution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PP1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and the revised draft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PP2 Recalling resolution WHA64.2 and decision WHA65(9) on WHO reform, and de-

cisions WHA67(14) and EB136(3) on a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PP3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to WHO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that benefits from a robust management of the risks of such engagement for all three 

levels of the Organization,

(OP1) 1. APPROVES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as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resolution;1

(OP2) 2. DECIDES that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shall re-

place the Principles governing relations betwee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2 and Guidelines on interaction with commercial en-

terprises to achieve health outcomes;3

(OP3) 3. REQUESTS the Director General:

(1) to implement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2) to establish the register of non-State actors in time for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3) to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to the Executive Board at each of its January sessions under a standing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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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hrough the 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4) to conduct in 2018 an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and its impact on the work of WHO with a view to 

submitting the results, together with any proposals for revisions of the Framework, to 

the Executive Board in January 2019, through the 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2. 한글 결의안: 초안

부속서

결의안 초안

[제 69차 세계보건총회는,

PP1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 초안 및 수정본에 대한 보고에 대해 고려하고,

PP2 WHO 개혁에 관한 WHA64.2 결의안 및 WHA65(9) 결정,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에 

대한 WHA67(14) 및 EB136(3) 결정에 대해 상기하며,

PP3 비정부주체의 WHO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견고하게 관리하여 이들의 참여로 인한 

세 수준의 WHO 조직이 받게 될 혜택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OP1) 1.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를 본 결의안의 부록과 같이 승인하고,

(OP2) 2.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가 보건의료 목표 달성을 위한 WHO와 비정부기구와의 관

계 규율 및 상업기업과의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체하기로 결정하고,

(OP3) 3.  다음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의 이행,

(2) 제 69회 세계보건총회에서 비정부주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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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 이행을 매년 1월 집행이사회 세션에서 상시적 의제로 상

정하여 예산 프로그램 및 행정위원회(PBAC)를 통하여 보고,

(4) 2018년도에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워크 도입과 WHO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프레임워크 수정에 대한 제안과 함께 2019년 1월 예산 프로그

램 및 행정위원회(PBAC)를 통하여 집행이사회에 보고]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전략

WHO 개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정부주체 참여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공공 영역의 의사결정의 비정부주체 참여 확대는 보편적 현상

－ 전 세계적으로 공공 영역의 의사결정에 비정부주체의 참여가 점차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

는 상황이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상시적 논의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필요

－ 특히 국제기구의 주요 회의에서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논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단 활동의 연속성 및 주요 

회의의 follow-up이 필요하다(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결과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

 비정부주체 참여방안에 대한 전문적 대응 필요

○ 참여방안(프레임워크) 작성에 논리적·정치적·법적 검토를 통한 정부의견 정리

－ 비정부주체의 참여는 공적 의사결정에 민간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함으로, 현재 제시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정치적·법

적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이 허락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 필요가 있다.

－ 이를 바탕으로 비정부주체 참여방안에 대한 정부의견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

후 한국 내 비정부주체 참여 현안 발생 시 WHO에서의 논의 경험을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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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6-en.pdf

1. 의제 개요

⧠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중간보고

○ 2014-2019 종합사업계획의 첫 번째 모니터링

－ 새로운 성과체인에 기반 한 최초의 연차 보고서

－ Output에 대해서만 분석, Outcome 분석은 종합사업계획 평가 時

⧠ 카테고리별 사업집행 현황 개요

○ 카테고리 1: 감염병

○ 카테고리 2: 비감염성 질환

○ 카테고리 3: 생애주기 건강 증진

○ 카테고리 4: 보건 시스템

○ 카테고리 5: 대비·감시·대응

○ 카테고리 6: 지원 기능/조직 서비스

⧠ 2014년 말 예산 집행 개요

○  2013년 5월, 2014-2015 승인 예산: 39억7700만 달러

○ 2014년 12월 말, 사업예산 기금은 44억6500만 달러

－ 2014-2015 의무분담금 9억2900만 달러, 자발적분담금 35억3600만 달러

○ 응급 기금 제외,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예산은 87% 충당

○ 기술 프로그램 영역 간 재정 충당에는 여전한 간극 존재

－ 재정 미충당 프로그램 5개: vaccine-preventable diseases, integrated people- 

centred health services, non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risk and 

crisis management, alert and response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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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주요내용 요약 

○ 2014-2015 사업예산집행 중간보고

2014-2015 사업예산집행 중간보고는 2014-2019 종합사업계획과 2014-2015 사업예산에 대

한 첫 번째 모니터링으로 각 카테고리와 프로그램별 주요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2015년 사

업 우선순위에 대한 개요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성과체인에 기반한 최초의 연차 보고서이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사업 진행을 확인해

야 하는 경영진의 필요를 충족하고 외부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보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 방법과 프로세스

중간 보고서에는 Output 달성에 대한 WHO의 기여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Outcome에 대한 분

석은 종합사업계획 평가 시 실시한다. 중간보고를 위해 예산센터별 사업운영계획과 배분된 재정·인

력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Programme area and category networks를 통해 

Output 달성 현황에 대한 관계 임직원들과의 인터뷰 및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상향식 분석에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 WHO 세 조직이 생산해야 할 deliverable(결과물) 산출 현황

－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assumptions)과 위험, 위험 완화 전략

－ 성, 형평성, 인권의 주류화

－ Output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 및 인사 집행 이슈

여기에 더불어 각 예산센터와 프로그램 영역 별 에볼라 발병이 사업 수행과 지역/글로벌 우선순

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 카테고리별 사업집행 현황 개요

○ 카테고리 1: 감염병

2014년 사무국은 HIV, 결핵, 말라리아 관련 MDG 주요 목표 달성과 소외된 열대병, 열대병 연구

/훈련, 예방 가능한 질병 관련 글로벌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를 위한 concept note 개발을 위해 85개국에 360건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110개의 country concept note를 개발했으며 이 중 80%가 Grant 

Approvals Committee에 의해 기금 제공에 타당한 것으로 추천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무국은 

post-MDG에 대비하면서 보편적 의료보장 의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맥락 속에서 새로

운 목표와 전략 형성을 위한 근거들에 대해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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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자들(1,500만명)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제공과 HIV 관련 사망률 감소(2009년

에 비해 25%)에 진전이 있었다. 2015년 글로벌 목표는 잘 진행되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새로운 HIV 감염(아동 감염 포함) 발생 감소에는 별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핵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HIV 예방, 진단, 치료 및 케어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

로 집행되고 있다. 2016-2021 global health sector strategies for HIV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

표와 UNAIDS가 제안한 “90-90-90” 목표 지원도 포함될 것이다.

6개 지역 모두에서 결핵 발생을 막거나 감소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다. 2014년 5월 세계보건총회

는 2015년에서 2035년까지 발생율을 90%, 사망률을 95% 낮춤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결핵을 종식

시키려는 새로운 전략을 승인하였다. 고위험자(high-risk individuals)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치

료,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결핵 저 발생 환경에서의 결핵 퇴치를 위한 운영 프

레임워크(Operational Framework)에 포함되었다. UNITAID와 다른 후원기관들이 재정을 지원

하는 EXPAND-TB 프로젝트는 27개국에서 MDR TB 발견 수를 세 배 늘리는 데 기여했다. 

64개국에서, 말라리아 발생율 감소라는 MDG 목표에는 진전이 있었다. 글로벌 말라리아 기술전

략(안)이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되는데 그 목표는 2015년에서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발생율

과 사망률을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90% 낮추고 말라리아가 전파된 35개국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

는 것이다. 캄보디아 지역 Greater Mekong subregion에서의 아테미시닌(Artemisinin)  저항에 

대해 WHO는 응급대응책을 수립해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시, 모니터링, 평가

를 강화하였다.

사무국은 글로벌 백신 액션플랜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특히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백신, hepatitis B 백신, pneumococcal 백신, rotavirus 

백신, human papillomavirus 백신, meningococcal A conjugate 백신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백

신과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백신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했다. 보다 나은 상황분석, 기획, 통합

(integration)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갱신된 가이드를 근거로 포괄적인 다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29개국에 기술 지원이 이루어졌다. GAVI Alliance에 제출하는 신 백신 신청서 개발에 80개국

을 지원했으며 이 중 95%가 수락되었다. 64개국에 대해서는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의 

도입 신청서 준비를 도와 주었다.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SAGE) on immuni-

zation은 소아마비 퇴치, 예방접종 공급 체인, 신 백신 및 저활용 백신 등에 대한 권고를 발행했으며 

글로벌 백신 액션플랜의 이행현황도 평가하였다. 글로벌 홍역(measles)․풍진(rubella) 검사 네트

워크에 18개 검사소(laboratory)가 더해져 총 723개가 되었다.

방치된 열대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계획 2008-2015의 수행으로 78개국에서 13억 개 알약(錠劑)

의 조달과 공급, 그리고 human African trypanosomiasis, visceral leishmaniasis, leprosy, 

Buruli ulcer와 같은 복합질환에 대한 백만 건 이상의 치료를 통해 예방적 화학치료가 확대되었다. 

Dracunculiasis는 퇴치 직전으로 2013년 148건에 비해 2014년 126건이 보고되었다. WHO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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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병원균 관리법의 공중보건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절한 기술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Vector 

Control Advisory Group을 설립했다. 새로운 public health pesticides를 검사, 평가하는 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WHO Pesticide Evaluation Scheme의 역량과 자원을 강화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관련 검사소와 연구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해 방치된 열대병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소 및 검사소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사무국은 풍토병 발생국가의 보건 니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훈련 강화에 기여하였다.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는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childhood fever(아프리카 6개국),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s on vector-borne diseases(아프리카 5개국), visceral 

leishmaniasis elimination(인도 아대륙), dengue fever surveillance and outbreak man-

agement(동남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social innovation in health-care delivery(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가 있다. 

에볼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발생이 고조에 달

했을 때 Guinea, Liberia, Sierra Leone에서의 정기적 보건 서비스는 거의 제 기능을 못해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 사무소의 

AIDS, 결핵, 말라리아, 방치된 열대병 등과 관련된 많은 WHO 인력과 지역사무소 및 국가간 지원

팀이 에볼라 발병국가에 파견되어 계획된 대응 활동들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에볼라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HIV/AIDS, 결핵, 말라리아 관리 목표 성취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사무소와 본부에서는 주어진 역량을 활용해 에볼라 발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회원

국들의 역량 평가를 지원할 기술단(technical mission)을 지원할 필요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하

는 데 이르렀다.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 관련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식별하

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 결과, 일부 목표와 일정은 연기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동부지중해 지역 일

부 회원국들에서의 인도적 위기 역시 걱정거리이다. 지나친 프로그램 재조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이 수행되었다.

WHO는 감염병 예방, 관리, 퇴치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 전략, 연구를 개발· 갱신하는 데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 개발 파트너, 프로그

램 수행 기관, 연구자, 정책입안자들과의 긴 한 협력 가운데 사무국은 post2015 시대에 맞춰 지속

적으로 협력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 카테고리 2: 비감염성 질환

2011년 이후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목표 성취에 대한 포괄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제2차 

UN총회 고위급 회담(2014년 7월)은 2015년, 2016년에 대한 국가 목표(national commitments)

를 수립했다.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4을 통해 국제적 경험

을 검토, 공유하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글로벌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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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인이 수립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었고 9개의 

글로벌 목표 성취와 관련된 유병률, 사망률, 위험 요인과 국가보건시스템 대응책을 보고하는 역량을 

강화했다. 아메리카와 동부지중해 지역사무소는 2018년 개최될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제 3차 UN

총회 고위급 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목표 이행상황을 평가할 지역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비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다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파트

너들과의 대화와 협력은 지속되었다.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이 발행

되어 알코올에 관련된 베이스라인 지표, 알코올에 기인한 질병 부담 추정치, 회원국들에서의 정책 

대응 분석을 제시하였다. 동부지중해 지역사무소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접근에 대한 고

위급 지역포럼을 개최해 신체활동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개입을 요청했다. 서태평양지역 사무소는 

지역 국가들의 담배 규제, 식습관과 관련된 마케팅, 식품 라벨, 세제(taxation) 등을 중심으로 한 건

강 증진 정책과 법규 창출을 지원하였다.

WHO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국가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져 아메리카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regional strategies and frameworks 

for action이 승인되었고 아프리카와 동부지중해 지역에서도 유사한 전략과 틀이 개발되었다. 서비

스 확대를 목표로 한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mhGAP)의 이행에도 진전이 있었

다. 자살예방에 대한 최초의 WHO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간질 서비스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들도 이

행되었다. 2015년 3월 개최된 제 1차 WHO Ministerial Conference on Global Action Against 

Dementia 준비의 일환으로 치매에 대한 홍보(advocacy) 및 기술 기초 작업이 수행되었다.

세 번째의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가 준비 중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및 각 국

가별 도로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United Nations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2011-2020)의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다. 제67차 

세계보건총회는 여성과 女兒, 아동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폭력 대응에 있어서의 보건 시스템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결의안 WHA67.15를 채택하여 폭력예방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었

다.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가 발행되었다. 보건총회는 또한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 Better health for all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채택하였다. 비감염성 질환 정책과 전략에 눈 건강을 통합시키려는 글로벌 액션플랜에 대한 지역 워

크숍이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WHO와 FAO는 170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고위급 정부간 회의인 Second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Nutrition을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은 액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영양 불량을 퇴치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모든 지역에서 모성, 영유아 영양에 대한 종합이행계획이 이행되

고 있다. Global nutrition report 2014: actions and accountability to accelerate the 

World’s progress on nutrition이 발행되어 세계가 현재 Global Nutrition Targets for 20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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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갖고 있는 다분야적 성격은 여전히 주된 도전과제로 남아 있으며, 

보건 분야를 넘어서는 정책 투자를 필요로 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비감염성 질환 감시 및 모니터링

을 위한 자원 확보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3년 현재 국가들 중 50%만 비감염성 질환을 다루

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운용했다.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한 세계 지도자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

내 채널을 통해 자원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담배와 알코올에 대한 세율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긴 하다. 이러한 세수가 확보되어 보건 분야로 배분된다면 이는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 카테고리 3: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 증진

2014년 내내 사무국은 생식 보건, 모성보건, 아동 및 청소년 보건 영역에서의 post-2015 의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post-2015 goals and 

targets 설정에 핵심적인 Global Strategy for 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 

2016-2030도 포함된다. 

지역 이니셔티브와 쇄신된 전략들은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액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

었다. 이러한 것들에는 a commitment to end preventable maternal, newborn and child 

deaths by 2035 in the African Region(아프리카 지역의 예방 가능한 모성, 신생아 및 아동 사망

을 2035년까지 종식하기 위한 결의), a joint regional United Nations statement conveying 

the commitment of women and children to, and advocating for, accelerated progress 

both towards achievin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4 and 5 and beyond 2015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the adoption of Investing in children: the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strategy 2015-2020 in the European Region, a regional initiative 

focused on saving the lives of mothers and children in the nine high-burden Member 

State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an action plan for healthy newborn in-

fants covering the period 2014-2020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이 포함된다.

2015년 발행될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준비로 고령화와 보건에 대한 포괄적 글

로벌 전략 개발을 위한 주요 자료들이 마련되었다. 지역 사무소들은 고령화와 보건에 대한 국가전략 

개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38개국에서 성, 형평성, 인권을 국가 보건전략에 주류화 하는 데 WHO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했으

며 22개국이 성, 평등, 인권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한 국가 보건정책 및 계획 수정에 구체적인 액

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나라들에 기술 지원이 제공되었다. 사무국 내에서도 성, 형평성, 인권의 주

류화를 강화하는 두 가지 제도적 메커니즘이 강화되었고 지역과 본부의 13개 프로그램들도 이와 관

련된 지원을 받았다.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과 보건 형평성(health equity)은 post-2015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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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의료보장 의제에 대한 글로벌 및 지역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WHO는 이러

한 작업에 기술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지역 수준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역

량개발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건강 결정요인과 보건 불평등(health inequity)을 다루는 횡절

적(cross-cutting)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Health-in-All Policies의 증진, 집행, 

평가 역량 개발이 강조되었다.

WHO는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건강의 환경적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보건이 다른 영역에서도 포함되도록 홍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괜찮은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등이다. 국제환경

협약 등에 관련된 지역 및 국제 프로세스에서 보건 분야가 적절한 참여권을 얻도록 하는 것도 이러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과 위생, 기후변화, 화학 안전, 방사능 안전, 근로자의 건강, 대기 오염 등

의 영역을 중심으로 환경과 직업에 관련된 보건 위험요인들을 평가, 관리하는 국가 역량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도 진전이 있었다.

도시 식수 공급자들에 대한 물안전계획 훈련 패키지가 개발되었으며 6개국 16명의 물 안전 계획 

마스터 훈련가들이 훈련을 받았다. UN Water와의 협력을 통해 10개국에서 위생과 식수에 대한 분

석 및 평가를 실시했으며 글로벌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납, 석면, 수은과 같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은 UNEP, UNIDO 등의 UN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지속되었다. 실내 및 실외 대기 오염에 대한 액션을 강화해야 할 필요에 대한 지역의 논의

가 실시되었으며 WHO guidelines on indoor air quality and household fuel combustion의 

발행 결과 실내 공기 오염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

이 카테고리의 프로그램들은 분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내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결단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카테고리 4: 보건 시스템

사무국은 아메리카, 유럽, 동부지중해 지역의 70개국에서 one-country 보건 계획의 개발과 집

행에 있어 whole-of-government, whole-of-civil-society 접근법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대화와 

검토 프로세스를 개최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다분야 활동가들을 소집했다. 보건 분야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다. 지역사무소

들은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AVI Alliance와 같은 글로벌 

펀딩 메커니즘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60개국 이상에서 수립해 

이러한 제안이 국가보건정책, 전략 및 계획과 일치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또한 보편적 의료 보

장을 위한 보건 재정에 대한 제1차 고급 과정 등을 통해 보건 재정, 재정적 보호, 국가 보건계정을 

포함한 데이터 생산, 역량 개발 등에 대해 국가들을 지원했다.

Integrated service delivery network 이행, national referral system 리뷰, 병원 경영에 대

한 국가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동부지중해 지역에서는 family practice programme이 서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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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개선하고 보편적의료보장을 향한 민간 영역의 참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었

다. 아프리카 지역과 본부에서의 환자보호에 대한 사업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에 영향을 받은 세 

나라를 지원하는데 집중되었다. 다른 지역에 속한 나라들에는 감염병 발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역

량 수립을 지원했다.

보편적의료보장을 위한 포괄적 보건노동시장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한 근거 

수집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지역총회에 제출할 2030 글로벌 보건인력 전략 개발을 위한 논의

(consultations)도 완료되었다. 2015년에 있을 두 번째 라운드의 회원국 보고를 위해 2014년에 

national reporting instrument가 갱신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 A decade of Health 

Workforce Strengthening 2015-2024라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2014-2018년 기간 동안의 액션플랜과 더불어 African Medicine Agency를 설립하자고 한 

WHO의 제안이 최초의 아프리카 보건장관회의에서 승인되었다. Carribean Community 

Secretariat은 Carribean regulatory system을 승인하였다. 이 시스템은 Community의 모든 회

원국들에게 registration entry point의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post-market 감시 허브 역할도 

할 것이다. 2014년 제67차 세계보건총회는 약과 의료상품에 대한 일곱 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WHO 본부가 이룬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새롭게 편성된 joint prequalification team을 위한 포괄

적 질 관리 시스템의 창출이다. 개발도상국에 편중된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약과 보건 기술의 

R&D 조정 및 재정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평가하기 위해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inancing and Coordination의 전략적 의제로 네 가지 데모 프

로젝트들이 선정되었다. 사무국은 본부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백신

과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Global Health Observatory가 많이 쇄신되었으며 새로운 지역 및 국가 observatory와 기존

의 observatory를 지원해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지역, 국가 보건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

다. 아동 및 모성 사망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가 발표되었다. World Bank와 공동으로 WHO는 보편

적의료보장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출판하였다. civil registration과 vital statistics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서태평양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보건 연구의 질과 책임성을 상당히 제고하는 온라인 포탈을 성공

적으로 제도화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의 채택을 위해 평가 중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들

이 국가 의사결정자들의 보건 프로그램 및 계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vidence-informed poli-

cy network (EVIPNet)을 설립했다. 

부족한 인프라가 근거(evidence)를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결단과 파트너의 참여 부족과 함께 정부 인력과 외부 파트너들의 높은 회전율과 국가 정책의 

잦은 변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 부족,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도 

WHO의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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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위기는 감염된 국가들의 매우 부실한 보건 시스템으로 더 악화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 시

스템 강화가 국가와 국제사회 의사결정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회원국들은 보

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점

점 더 인식하고 있다. 대응력과 복원력은 한 보건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그리고 시

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보건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재고, 국

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의 강력한 결의, 회원국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WHO 사무국은 일선의 보건 종사자들을 위해 haemorrhagic fever를 가진 환자들에 대한 임상 

관리에 대한 응급 가이드라인과 개인보호장비, 검사 절차, 접촉자 추적, 안전한 매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출판을 통해 정책과 임상 관행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했다. WHO는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들에서 서비스 전달, 조달, 공급 체인 등을 강화하기 위

해 응급 대응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연구, 개발, 규제 및 잠재적 의료책 재정지원 등에 관계

된 핵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련의 자문회의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의 조

언, 양질의 근거,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사무국은 인체 시험을 통한 실험을 할 일부 제품들을 선별했

다. 이러한 제품에는 세 가지 주요 백신 후보, 항 바이러스 치료, 실험 단계의 약, 회복된 환자의 혈

액과 혈장 등이 포함된다. 사무국은 또한 연구 승인과 대량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파트너

들과 더불어 adapted diagnostics의 평가 및 fast-track(속달) 개발, 백신 임상실험 프로토콜 공동 

검토에 대한 일부 응급조치들을 취했다.

에볼라 위기로 인해 자원이 재편됨으로 일부 프로그램에 지연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볼

라 대응을 위한 지원은 관련 프로그램 영역 내의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카테고리의 우선순위

는 2014-2015 사업예산에 정해진 대로이며 여기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련된 약과 기타 보

건 기술의 연구개발, 글로벌 보건안보조치들의 국가 보건계획 내 통합, 대응력 있는 보건 시스템의 

구축 및 재구축에 대한 특별 지원이 더해졌다. 사무국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된 공중보건 기능을 식별하고 이것들을 보건 시스템에 통합하는 최상의 방법을 평가할 것이다. 그 

결과는 투자를 위한 틀로 활용될 것이며 국가들이 글로벌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

구로 전환되어 보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경제 목표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

표들에 기여할 것이다. 

○ 카테고리 5: 대비․감시․대응

2014년 에볼라 위기에서 WHO 역학자들과 응급관리전문가들의 분석은 감염병 발병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모든 파트너들을 위한 사업, 기술, 지리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WHO는 최대 75개 현장에 800명을 파견하는 등 발병 국가들에서 감시, 사례 발견, 접촉자 추

적, 진료 및 검사 서비스 역량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에볼라 발병에 직접 연계된 가이드 자료

가 생산되었으며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체크리스트, 검사 평가 도구 등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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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부와 아프리카 지역사무소에서는 Strategic Health Operation Center가 가동되어 발병 사

태를 관리했다. 또한 subregional 응급 운영 및 조정 센터가 7월과 10월 사이 Conakry에 임시로 

수립되어 국가 지원과 파트너들의 협력을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2014년 WHO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남수단, 시리아 아랍공화국에서 4개

의 Grade 3  응급사태, 콜레라 발병, 조류독감A(H7N9), 중동 호흡기 신드롬 코로나바이러스를 포

함한 14개의 Grade 1, Grade 2 응급사태, 그 외에도 리비아, 말리, 우크라이나에서의 응급사태에 

대응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29개 응급사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의 응급 사

태에서는 Global Health Cluster의 총괄 운영기관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수 많

은 보건 응급사태와 위기로 인해 카테고리 5에 소속된 인력 대다수가 응급 대응 활동에 파견되었다. 

이로 인해 응급 위험과 재난에 대비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WHO 자체의 응급 대

비 역량을 수립하려던 핵심사업계획의 이행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를 위한 핵심 국가역량 확보

는 여전이 높은 우선순위로 남아 있었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는 데도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 분야에 걸친 IHR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도구들을 통해 IHR 이행 간극을 좁히려는 직접적 노력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 IHR 전담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사건 기반의 감시에 초점을 맞춘 조기 경고 및 대응 시스템의 이행에 대한 가이드 

자료, 웹 기반 검사 질 단계별 이행 도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불어,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이니셔티브에 적극 협력했다.

주요 epidemics와 pandemics에 대한 대비 강화를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술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하며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Framework 내에 있는 검사, 진료, 감염 예방 및 관리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총 150만 개(dose)의 

구강 콜레라 백신이 각 국가에 전달되었다.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은 

검사 역량과 감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파견 기획 및 규제 역량을 강화했다.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

는 글로벌 및 다국가 개입전략이 개발되었다.

응급 리스크 및 역량 평가, 국가 대비 계획의 보건 요소 개발, Safe Hospitals Initiative의 이행

을 통해 국가들의 all hazards emergenc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health를 지원

했다. Sendai Global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여 노력이 조율되었다. 훈련 과정을 통해 WHO의 응급 대비력을 구축하고 Stand-by Partner-

ships를 통해 surge capacity를 확대하며 응급 대응과 응급 및 재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가

이드 및 도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소아마비의 국제적 전파를 사무총장이 국제적 공중보건 응급사태로 선포하고 난 후 사무국은 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전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2014년 10월,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은 trivalent oral polio vaccine에서 bivalent or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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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 vaccine으로 국제적 조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결론짓고 국가들이 대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 국가를 제외한 전 국가가(global birth cohort의 <0.5%) 2015년 말 전에 in-

activated polio vaccine을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2014년 동남아시아 지역은 공식적으로 소아마비 제로 지역으로 인준 받았다. 그 결과 세계 인구

의 80%가 소아마비 제로 지역에 살고 있다. 나이리지라 국가사무소 팀은 고위험 주와 지역 정부 지

역에서 그 노력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보충적 예방 활동과 감시의 질이 개선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서는 남부 지역 Helmand Province에서의 예방 중단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사업은 프로그램

의 중립성과 반정부 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재개되었다. 파키스탄에서 WHO는 low season plan

을 이행,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규모 인적자원 surge를 발족했다.

WHO는 FAO와 손을 잡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직접 관여하거나 Commis-

sion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리고 Codex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을 통해 국제 식품 기준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850개의 기준과 권고안이 나왔다. Critically Important Antimi-

crobials (4번째 개정)에 대한 WHO 리스트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최초의 global report가 발행되

었다. WHO 식품안전 니드 평가 도구가 완성되었으며 국가 및 지역 사무소가 국가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카테고리 5에 속하는 사업은 WHO의 보건 응급 및 재난 위기 관리 정책의 도입을 통해 

2014-2015년에 계획된 deliverable과 output 산출을 위해 지속될 것이다. 이 정책은 떠오르는 감

염병 발견 및 대응을 위한 국가 감시 시스템 강화, 국가 응급 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의 개발 및 이

행, WHO 대비 프로그램 및 체크리스트 이행, 신속한 인력 파견, 로지스틱스 및 대응 운영 서비스의 

행정 및 표준 운영 절차 갱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카테고리 6: 지원 기능/조직서비스

WHO는 2014-2019 종합사업계획에 있는 리더십 우선순위들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post-2015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의 보건 의제 홍보도 포함된다. 지역사

무소는 지역총회 의제 및 기타 고위급 지역회의의 준비, 이행, 후속조치를 통해 거버넌스 강화를 위

한 회원국의 보다 효과적인 참여에 대해 보고했다. Global Policy Group은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WHO 세 조직의 시너지와 응집력을 개선했다.

UN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수준에서의 적극적 협력은 국제 보건에서의 WHO의 리더십 역

할을 공고히 했다. 세게보건총회는 지역총회를 통해 비정부주체의 참여 틀 초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회원국들의 의견은 지역총회에 전달되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근거로 사무국은 제136

차 집행이사회에 비정부주체 참여 틀에 대한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내부 감독 서비스 영역에서는, 감사 기능에 속한 2014년 이행 프로젝트들이 지연된 채용과 감사 

자원 일부의 주요 조사로의 재배분 요청에 의해 완료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2015년에 집행

될 것이다. 조사 기능에 있어서는, 2014년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에 제출된 re-



74 제68차 세계보건총회

ports of concern의 수가 지난 복년도에 비해 50% 증가했다.

WHO의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 일을 위한 새 부서가 본부에 설치되었다. 오늘날까지의 

WHO 평가 정책 이행의 발전에 힘입어 보다 더 개선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WHO는 평가 기능과 

최고 관행들을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모델들도 참조했다. 

WHO의 개혁은 이행단계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개혁은 이제 business owner들이 개혁 이

니셔티브를 이행, 운영, 검토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WHO 개혁이 WHO의 

업무에 통합되는 단계들에는 프로젝트 관리 강화, 커뮤니케이션 및 변화 관리 강화, 최고 관행을 포

함한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

Country Cooperation Strategies 개발 프로세스가 가속화되었다. Country focus 전략의 이

행과 전략 및 운영 기획과 프로그램 관리에서의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활용을 위한 지

원은 계속되었다.

사업기획(programme planning), 예산, 자원 동원 영역에서 2014-2015 사업예산은 보다 새롭

고 구체적인 결과 체인을 제공했고 WHO 세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했으며 보다 현

실적인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2017 사업예산 수립에는 보다 철저한 상향식 기획 

절차가 활용되었다. 또한 category and programme area network의 수립은 WHO 전 조직의 

경영 및 기술적 구조를 일치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 포탈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효과적인 투명성 도구는 2014-2015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최신 정보와 

WHO 사업에 요구되는 재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혁신적인 재정대화를 통해 WHO 재정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사업․재정 일치도

(alignment), 신축성(flexibility), 투명성(transparency)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신축적인 자원의 전

략적 배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노력의 목적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공급과 WHO 세 조직 모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잠재적 

공여자와의 대화를 포함한 조율된 자원동원 노력도 계속되었다. WHO 세 조직을 모두 대표하는 

Global Resource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의 수립은 자원 동원 활동 조율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비정부주체의 WHO 참여에 대한 투명성 개선의 필요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비정부

주체 register의 원형이 그려졌으며 WHO 개혁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민간 영역의 개별적인  참

여에 대한 due diligence와 리스크 평가를 수행, 강화하는 절차는 지속되고 있다.

인적자원 전략의 세 가지 주 원칙(인재 유인, 인재 유지, 근무환경 개선)은 더욱 발전되었다. 인력

이동프레임워크(staff mobility framework)의 수립과 지리적 이동 정책의 도입에 진전이 있었으

며 2015년 5월 지배기구 회의들을 통해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Management System Transformation 프로젝트 발족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WHO의 메인 웹사이트가 모바일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정보 탐색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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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건위험을 자국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원하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WHO 세 조직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팀들은 공중보건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 역량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개선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확대 실시했다.

에볼라 대응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제공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리가 불가피했다. 특정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련된 인력, 정보 기술, 재정 및 행정, 조달 및 커뮤니케이

션에 주어진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사업 및 우선순위, 거버넌스, 관리, 이 세 영역의 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WHO 개혁이 이행

된 결과 경영 및 사업 수행에서 책임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는 WHO의 규칙과 

규정,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한 것과 선임 경영진의 결단이 주된 역할을 했다. 

WHO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한 리스크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

행할 것이다.

⧠ 2014년 말까지의 예산 집행 개요

2013년 5월, 제66차 세계보건총회는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분담금을 모두 통합하는 총 39억

7700만 달러의 2014-2015 예산을 승인했다. 

2014년 12월 말, 사업예산 기금은 44억6천5백만 달러(2014-2015년 의무 분담금 9억2900만 

달러, 자발적 분담금 35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 응급 기금(emergencies component)을 제외

하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예산 재정은 87% 충당되었다.

그러나 기술프로그램 영역간 재정 수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재정충당이 가장 취약한 프로그

램 5개는 (vaccine-preventable diseases, integrated people-centred health services, 

non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risk and crisis management, alert and re-

sponse capacities) 2014-2015 예산 부족분의 62%(2억2500만 달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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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재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라.

위 그림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현황을 보여주며 사업예산 전체의 사업․재정 일치도가 개선

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프로그램별 재정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신축적 자원(의무 분담금과 core vol-

untary contributions)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채택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 재정대화와 자원동

원조율을 위해 수립된 원칙에 입각해 재정이 미충당된 프로그램의 재정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보



의제 12 사업․예산 (12.1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중간보고) 77

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예산 총 지출율은 48%

2014-2015년 응급사태에 대한 펀딩과 지출 증가는 소아마비 퇴치, 에볼라 대응,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아랍 공화국 및 주변 국가들의 위기 대응이 주도했다.

2014-2015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개혁의제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일환으로 

제안, 수행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전에 WHO 웹사이트에 올라

올 것이다. 더 많은 정보가 웹 포털, 재무 보고서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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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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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2014-2015 복년도 예산은 WHO 재정개혁의 과도기 예산(transitional budget)이었으며 따라

서 이번 복년도 예산이 WHO 재정개혁의 요소들과 목표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

가가 있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다. 상향식 기획, 결과 체인에 따른 예산 집행, 전략적 자원 

배분, 현실적인 원가 계산에 대한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했으며 WHO 세 조직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또한 재정이 87% 충당된 것을 환영했으며 

향후 재정대화와 다른 개혁 요소들의 추진을 통해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WHO 재정을 

더욱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에볼라 사태로 인해 지연된 사업들의 향후 집행 전략,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 제공 및 향후 예산에서의 보다 명확한 성과 지표 제시, 새로운 공여자들

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했다. 

사무국은 스스로 중간보고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을 

약속했다. 향후 사업보고를 결과체인(results-chain)에 보다 더 명확히 연계해 사업의 output이 

outcome에, 다시 outcome이 장기적인 사업 목표인 impact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무국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재정 간극

(financial gap)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신축적 재정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정기 프로그램의 집행율이 느린 이유를 에볼라 사태 등으로 인한 자원의 재분배로 제시하며 향

후 카테고리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집행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2. 주요국 발언

독일

 집행예산 현황은 사업예산안과 관련이 깊은 만큼 실제적인 논의를 위해 집행 현황에 대한 평가는 

예산 증액요청을 논하는 자리에서 내리겠다고 밝히고 다만 자발적 분담금 공여자가 변하고 있으므

로 사무국이 새로운 공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밝혀주기를 요청했다.

중국

WHO 세 조직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보다 명확히 제시된 점을 환영하며 중간보고서를 통해 세계

보건기구의 사업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도 증진시켜 준 점, 재정이 87% 충당

된 점을 치하했다. 그러나 향후 중간보고에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 정확한 분석에 근거해 보고가 이

루어져 근거에 기반한 평가 및 향후 목표설정을 가능케 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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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PAHO)

에볼라 사태 등으로 사업 예산의 집행이 충분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작금의 위기로 인한 

향후 예산 집행 전략이 무엇인 지는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현실적이고 시간에 맞춘 목표

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다음 복년도 예산에선 성과지표들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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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7-en.pdf

1. 의제 개요

⧠  2016-2017 사업예산안의 세 가지 전략적 변화

○ 대비․감시․대응 핵심역량 강화

○ Post-2015 개발의제 대응

○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과 우선순위(항생제 내성, 간염, 고령화, 치매)

⧠ 예산 재정

○ 기본 예산 8% 증가

－ 기본 예산 = 카테고리 1 ~ 6

○ 의무분담금 5% 증액 요청

○ 사업예산 충당과 사업․재정일치를 위한 재정대화: 2015년 11월

⧠ 책임성, 성과평가, 모니터링

○ 결과체인과 변화이론 강화로 사무국의 책임성 강화

－ Output(사무국의 사업) → Outcome → Impact(보건 변화: GPW의 목표)

－ 86개의 Output과 30개의 Outcome

－ WHO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반영

○ WHO Accountability Framework

－ 모니터링: Mid-term review

－ 성과 평가: Programme budget performance assessment

－ Programme budget web portal: 예산 집행 지속적 모니터링

－ Performance measures: outcome, output indicators, targets

○ 지속적 비용 절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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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사업예산안 검토 및 승인

WHO는 복년도 예산을 채택하여 2년마다 다음 복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2016-2017 사

업예산안을 2015년 5월 총회에서 승인하며 총회에서의 승인 전 검토를 집행이사회(제136차)가 실

시했다.

○ 제 136차 집행이사회의 사업예산안 검토

－ 제 136차 집행이사회에서의 2016-2017 사업예산안 논의 쟁점:

◾긍정적 평가: 회원국들은 2016-2017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상향식 기획을 통한 국가

우선순위 반영, WHO 세 조직의 역할 구분 명확화, 카테고리 5(준비․감시․대응) 예산 

증액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청 사항: 회원국들은 전체 사업예산의 증액, 결의안이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보고, 회원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사업예산 적시 제공, 에볼라 대응에 소요될 구체

적 예산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사무국의 대응: 사무국은 4월말까지 2016-2017 사업예산안 공개6), 실제적 비용 산출

에 근거한 예산안 제출, 결의안이 사업예산안에 미치는 영향 보고, 에볼라 대응에 따른 

예산안 수정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6) 사무국은 실제로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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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사업예산안 개발 단계

⧠ 주요내용 요약 

사무총장 서문 주요 내용

○ 2016-2017 사업예산안의 세 가지 전략적 변화

(1) 대비․감시․대응 핵심역량 강화: 인력 및 예산 삭감의 결과 WHO는 에볼라 대응에서 문제

를 보였다. 감염병 발병과 다른 보건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대응하기 위해 탄력 있는 보

건 시스템의 일환으로 대비․감시․대응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Post-2015 개발의제 대응: 보편적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생식, 모성, 신생아, 아동, 청소년 보

건에의 기여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퇴치를 가속화하며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확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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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과 우선순위: 항생제 내성, 간염, 고령화와 치매

○ “기본” 예산 8% 증가

카테고리 1~6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이 지난 복년도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WHO 지배기구들의 

요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철저한 비용 산출에 근거한 결과이다.

○ 의무분담금 5% 증가 요청

사무총장은 기본 예산 8% 증가의 일부를 충당할 의무분담금 5%(4천7백만 달러) 증액을 요청했

다. 의무분담금의 증액이 없으면 WHO의 전략적 사업관리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의제 주요 내용

○ 예산안 수립 개요

2016-2017 사업예산안은 2014-2019 종합사업계획서(GPW 2014-2019)의 두 번째 복년도 예

산안으로 상향식 기획절차, WHO 세 조직의 역할과 기능 구분 명확화, Programme area and 

category networks의 강화를 배경으로 2014-2015 사업예산의 기반 위에 수립되었다. 동 예산안

은 사업 우선순위와 이에 필요한 자원 간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필요한 자원에 대한 비용은 기존의 

표준화된 접근법들과 WHO 조직 전반의 인적자원 계획에 따라 산출되었다.

동 예산안은 회원국의 자문을 얻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총회에서의 검토 

전 마무리 검토를 위해 electronic platform consultation이 마련되었다.

○ 사업(프로그램) 우선순위

－  WHO는 제12차 GPW 2014-2019, 상향식 우선순위 식별, 2016-2017 사업예산안에 

대한 WHO 지배기구에서의 논의, 에볼라 대응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 등에 근거해,

◾글로벌 보건 안보,

◾질병 발생,

◾비상 상황에서의 인도적 대응,

◾준비․감시,

◾보편적 보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하고 탄력 있는 통합적 보건 시스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며,

 더불어,

◾항생제 내성,

◾예방 가능한 모성, 신생아, 아동 사망을 종식하기 위한 남은 MDG 아젠다,

◾말라리아 퇴치 강화,

◾백신 개발과 저렴한 치료- 특히 neglected tropical diseases 치료를 위한 혁신적 메

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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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스템 강화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에 계획된 사업들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 간 시너지와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는 간염과 항생제 예방 및 관리, 성

(gender), 형평성(equity), 인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기

후변화, 대기오염, 고령화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예산 개요

2016-2017 사업예산이 2014-2015 사업예산과 다른 두 가지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UNDP/UNFPA/WHO/World Bank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과 「UNICEF/UNDP/World Bank/WHO 

Special Programme for Research and Training in Tropical Diseases」가 별도의 예산 항목

으로 분리되어 제시되었다. 이 사업들은 별도의 거버넌스와 자원조달메커니즘, 예산주기를 갖고 있

어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구분될 경우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이 2016-2017 

사업예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2) Outbreak and crisis response 예산이 분리되어 제시되었다. 이는 감염병 발생과 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은 비상기획절차(emergency planning process)

에 기반해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아마비 퇴치에 관한 예산도 별도 예

산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2016-2017 사업예산은 outbreak and crisis response를 포함해 총 43억8천4백9십만 달러이다.

2016-2017 사업예산 – 2014-2015예산 대비 (단위: 백만 달러)

2016-2017 총 예산은 2014-2015 대비 2억3천6백6십만 달러가 증가했다. 증가분은 에볼라 사

태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WHO의 응급상황 대응 자체역량 강화, 대비․감시․대응의 국제적, 국

가적 역량 강화 지원, 튼튼한 통합적 보건 시스템 수립 등에 주로 사용될 것이며 이 외에도 항생제 

내성, 말라리아 퇴치, 간염, 의약품 및 건강 기술 액세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 방법 강화, 비감염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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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개입 강화에도 투입된다. 대부분 예산은 우선순위 영역들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쓰일 것

이다.

아래 카테고리별 사업예산은 2014-2015 예산 대비 2016-2017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보여준

다.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카테고리 5(대비․감시․대응)와 카테고리 4(보건 시스템)로 2015- 

2017년 사업우선순위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카테고리 1(감염성 질환)의 예산 감소는 결핵과 백신

예방질환 프로그램에서의 상위 정책과 기술 사업을 향한 WHO의 전략적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며 

GAVI Alliance와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같은 보건 파트너들

과 WHO의 국가 수준에서의 시너지 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카테고리별 2016-2017 사업예산 (단위: 백만 달러)

아래 조직 수준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국가 수준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한 자원이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조직 수준별 2016-2017 사업예산 (단위: 백만 달러)

○ 사업예산 재정

2016-2017 사업예산의 재정에 있어서도 예산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예산의 거의 90%를 충당한 

2014-2015 사업예산과 같이, 재정대화(financial dialogue)가 보다 나은 재정․사업 일치를 위한 

자원 조달 조정, 투명성 확보, 효과적인 전략 수행을 위한 WHO의 장기적 재정 필요에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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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동 예산연도를 위한 재정대화는 2015년 11월에 개최될 것이다. 

○ 책임성,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사무국과 회원국 간의 합의된 사업 목표들을 제시하는 사업예산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사무국의 사업(output)과 보건․개발의 변화(outcome과 impact)

를 연결하는 결과체인(results chain)과 변화이론의 개선된 적용으로 사무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WHO 각 조직이 설정된 사업목표(output)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더 강화하였다. 

2016-2017 사업예산안은 2014-2015 사업예산을 위해 수립된 결과체인을 유지,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결과 체인은 WHO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이 된다. 결과체인은 사무국이 예산 기간 내에 달

성해야 하는 산출물(output)을 명확히 정의하며 동시에 WHO가 보건과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여는 정책, 실행, 조직의 역량과 서비스 제공 범위, 위험 요소 

감소 등에 나타난 변화로 측정될 수 있다. 

2016-2017 사업예산에 정의된 30개의 outcome과 86개의 output은 GPW 2014-2019의 보

건 목표(health impacts)를 달성하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

여할 사업목표들은 WHO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WHO accountability framework의 두 가지 주된 요소는 사업 진척상황의 모니터링과 사업성

과 평가이다. WHO는 mid-term review를 통해 사업예산 이행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것

이며 전체 성과와 전략적으로 배분된 자원의 활용에 대한 평가는 복년도 말에 progrmame budget 

performance assessment를 통해 보고될 것이다. 회원국은 Programme budget web portal을 

통해 사업예산의 재정과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WHO는 (i) Performance measures(outcome, output in-

dicators, targets, assumptions and risks), (ii) WHO의 사업이 health outcome과 impact에 

미치는 영향 분석, (iii) 결과 평가와 자원 활용 간의 보다 명확한 연계에 역점을 둘 것이다. 

사업 집행현황과 성과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지표들 중 outcome indicator는 

기존의 협약, 전략 및 계획에서 산출했으며, output indicator는 programme area network를 

통해 WHO 세 조직 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산출했다. 이 외에도 programme and admin-

istrative reviews, specific technical programme reviews, audits, corporate evalu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모니터링을 보강할 것이다. 

사무국은 평가 정책과 평가 틀을 수립해 이러한 방법들의 coherence와 cohesiveness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accountability framework를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사업 수행, 자원의 전략

적 배분, 적절한 내부 통제 확보에 활용되어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관

리를 위해 내부 통제 이행이 강화될 것이다.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사업예산과 운영계

획의 한 요소로 통합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기적절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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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절감 노력

사무국은 분담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통제,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보 

및 통신 기술 강화로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 및 사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 수준을 정기

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16-2017 사업예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적 방안들이 사업계획(work plan)에 체계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WHO는 지속적으로 효율을 제고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UN 시스템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GPW 2014-2019의 중간 시점에 사무국은 GPW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이

를 통해 outcome과 impact에 대한 보고와 함께 WHO의 기여를 논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다음 

GPW의 수립에 참조될 것이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사업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사무국의 8% 예산 증액 요청에 집중되었다. 애초 사무국은 2016- 

2017 사업예산안 의제를 제출하면서 카테고리 1~6까지의 예산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을 8% 증액하

고 이 증액분의 일부를 의무분담금 5%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보건총회 

직전에 열린 사업․예산․행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사무국은 의무분담금 5% 인상안을 접되 예

산을 8% 증액하되 증액분을 자발적 분담금으로만 충당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출했으며 제68차 보건

총회에서의 논의는 이 8% 증액 요청에 대한 가부 논의로 점철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업예산안이 상향식 기획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 즉 국가들의 보건 니드에 

기반해 수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에볼라 사태, 2015년 초 발생한 네팔 지진 등 응

급상황에 대한 WHO 및 WHO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8%의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사무국이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특히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WHO 내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은 8% 예산 증액 요청은 유엔 기관에서 전례 없는 일임을 상기

시키며 명확한 증액 요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증액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현재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비공식 논의(informal consultation)

가 이루어지고 영국이 consensus를 위해 자국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로 해 8% 예산 증액이 통과

되었다. 

(WHO는 회원국들의 consensus를 기반으로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결정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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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에 반대 의사를 보일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무국의 입장은 곤란하게 된다. 이럴 때 사무

국은 서로 반하는 의견을 가진 중심 국가들을 비공식 논의의 장으로 소집해 그곳에서 타협을 이루어

낼 때가 종종 있다.)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건설적인 개입과 다수 회원국들의 예산 증액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반드

시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증액을 재정대화와 연계해 재정 충당을 꾀하여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다. 사무국은 제출된 예산안이 현실적이

라 본다. 상향식 기획과 국가 우선순위와 WHO의 비교우위, 지배기구의 결의안, WHO 세 조직의 

역할 분담, 새롭게 부상하는 우선순위들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 증액을 요청할 때 사무국은 

충분히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밝힌다.  증액이 없이는 새로운 의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 없이 일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투자에 대해 그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다. 투자인만큼 결실을 보는 데는 시

간이 필요하다. 감염병 예산 감소는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WHO 외부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WHO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지만 일부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카테고리 6 (지원 기능/조직 서비

스)의 예산 증액은 지적되고 있는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투명성 등의 제고를 위해서는 이 카테고

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실시해 온 개혁의 끈을 풀어서는 안되며 종합사업계획의 큰 우선순위 틀 

안에서 상향식 기획을 통해 식별한 개별 국가의 보건 니드와 WHO의 비교우위에 초점을 맞춘 사업

계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향후 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 보고를 개선해 효율성과 효과를 계속 

제고해 나갈 노력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공식 논의 후 결국 예산 증액을 승인하게 되자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첫째, WHO 세 조직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설정하고, 둘째,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 내부 통제, 법규 준수를 강화하

며, 셋째,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 이 세 가지를 약속하며 각각에 대해 연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논의 결과

세계보건총회는 사무국의 8% 예산 증액과 증액분의 자발적 분담금 충당안을 담은 결의안 

WHA68.1을 통과시켰다. 

2. 주요국 발언

호주

(호주는 WPRO 지역 일부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발언에 대한 cosponsorship을 얻어 대표로 발

언해 자국 발언에 힘을 실으려 했고 한국에도 이를 요청했으나 당시 한국은 예산 증액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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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전략으로 채택해 호주의 cosponsorship 요청에 응

하지 않았다.) 상향식 기획을 치하하고, 예산을 통으로 승인한 두 번째 복년도 예산임을 확인하며 카

테고리와 프로그램 간 예산의 증/감이 있음도 확인한다. 에볼라 사태에 비추어, WHO 사무국과 회

원국의 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환영한다. IEOAC(Independent Expert Oversight 

Advisory Committee)의 보고와 내부 감사 보고가 지적한 대로 재정 통제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무총장의 의무분담금 5% 인상 요청은 너무 급한 요구였기에 PBAC을 통해 이번 복년

도 예산 증액 8%를 자발적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다음 복년도 예산에 대비해 의무분담금 인상안을 

재정대화를 통해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한 사무총장의 중재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독일

EB의 에볼라 특별세션에서 승인한 결의안과 이 사업예산안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특별세션의 

주된 논의는 결국 사무국의 역량과 국가 기술역량 강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불가피하다. 사업예산안에 항생제 내성 사업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환영한다. 예산 

봉투(budget envelope)의 8% 인상은 사무국이 예산을 동원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증액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증액 없이는 WHO의 운영과 국가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할 길이 없다. 따라서 예산 증액 승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무국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 

다만 독일은 WHO의 현 책임성과 투명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사무국만

의 책임이 아니라 회원국과 공유하는 공통 책임이라는 것도 인식한다. 

독일은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승인한다. 이는 에볼라 사태 이 후에도 독일이 여전히 WHO를 신뢰

한다는 정치적 신호이다.

레바논

레바논은 EMRO 대표로 발언했다. 예산 증액이 상향식 기획을 통해 요청된 점에 비추어 이를 승

인한다. NCD, 보건시스템 강화, 감시 역량 강화,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강화 등이 사업예산안에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적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만 EMRO 지역의 비상 사태와 정

기 프로그램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EMRO는 지역의 국가사무소 예산은 15% 인상하면서 지역사무소 예산은 15% 감축했다. 이러한 

변화가 WHO 전 지역에서 일어나갈 희망한다.

프랑스

프랑스는 사업예산안을 승인한다. 사무총장의 제안은 프로그램 자체와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현

실적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안은 현실적인 예산이

며 특히 의무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분담금을 더 동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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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니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본

예산 증액은 항상 인기 없는 선택이므로 마가렛 찬 사무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 일본은 WHO의 

사업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일본 보건 장관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다만 예산이 커지

면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동시에 WHO 내부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통

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제출된 사업예산안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투자 증가를 요청하고 있어 이를 환영한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현 상황에서 WHO의 효율성과 예산의 증가 없이는 목표들을 성취하기 어렵다. 또한 

운선순위 재분배를 통해 국가와 지역 예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청된 예산 증액이 없을 

때 그것이 WHO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 비용 효율 제고 노력과 신축

적 예산을 통한 예산의 유연성 확보 등에 진전이 있었으나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한다. 또한 증액을 요청할 때는 보다 더 자세한 근거를 제시해 의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

중국

중국은 WPRO 일부 국가 대표로 발언했던 호주의 발언을 지지함으로써 8% 예산 증액안을 승인

한다. 다만 재정과 사업의 일치도를 높이고 회원국들도 자원 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길 

요청한다. 각 회원국의 보건부는 재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WHO 재정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국

영국은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에 많은 지지를 보냈으며 자발적 분담금도 많이 기여했다. 최근에도 

1천만 달러에 달하는 Contingency Fund 기여를 표명한바 있다. 영국 정부는 납세자에 분명한 책

임을 져야 한다. WHO 사무국도 마찬가지다. 8%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유엔 기관은 거의 없다. 영

국도 자국 정부의 예산을 최근 감축했다. 작금의 위기를 고려할 때 사업예산의 일부 증액은 인정할 

수 있지만 8% 증액은 지나친 면이 있다. 사무국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재조정하고 비용 효율을 

제고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들은 재정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과 같은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리지 않을 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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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결의안 WHA68.1

Programme budget 2016-2017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Proposed programme budget 2016-2017;7)

Recognizing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lating to the Ebola crisis, the additional work that wi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WHO is ready to respond effectively to health emergencies, and to deliver 

reforms to enhance WHO’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and results 

reporting,

1. APPROVES the programme of work, as outlined in the Proposed programme budget 2016-2017;

2. APPROVES the budget for the financial period 2016-2017, under all sources of funds, namely, 

assessed and voluntary contributions of US$ 4385 million;

3. ALLOCATES the budget for the financial period 2016-2017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other 

areas:

(1) Communicable diseases US$ 765 million;

(2) Noncommunicable diseases US$ 340 million;

(3) Promoting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US$ 382 million;

(4) Health systems US$ 594 million;

(5) Preparedness, surveillance and response US$ 380 million;

(6) Enabling functions/corporate services US$ 734 million;

Other areas:

Polio, Tropical disease research, and Research in human reproduction US$ 986 million;

Outbreak and crisis response US$ 204 million;

4. RESOLVES that the budget will be financed as follows:

(1) by net assessements on Member States adjusted for estimated Member State non-assessed income 

for a total of US$ 929 million;

7) Document A68/7.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WHA68.1

Agenda item 12.2 22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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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om voluntary contributions for a total of US$ 3456 million;

5. FURTHER RESOLVES that the gross amount of the assessed contribution for each Member 

State shall be reduced by the sum standing to their credit in the Tax Equalization Fund; that the 

reduction shall be adjusted in the case of those Members that require staff members to pay income 

taxes on their WHO emoluments, taxes which the Organization reimburses to said staff members; 

the amount of such tax reimbursements is estimated at US$ 27 million, resulting in a total assessment 

on Members of US$ 956 million;

6. DECIDES that the Working Capital Fund shall be maintained at its existing level of US$ 31 

million;

7.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l to use the assessed contributions together with the 

voluntary contribution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finance the budget as allocated in 

paragraph 3, up to the amounts approved;

8. FURTHER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l, where necessary, to make budget transfers 

among the six categories,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5% of the amount allocated to the category 

from which the transfer is made. Any such transfers will be reported in the statutory reports to the 

respective governing bodies;

9. FURTHER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 where necessary, to incur expenditures in the 

outbreak and crisis response component of the budget beyond the amount allocated for this 

component, subject to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o the 

governing bodies on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expenditures in this component;

10. FURTHER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l, where necessary, to incure expenditures in the 

polio, Tropical disease research, and Research in human reproduction components of the budget 

beyond the amount allocated for those components, as a result of additional governance and 

resource mobilization mechanisms, as well as their budget cycle, which inform the annual/biennial 

budgets for these special programmes, subject to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o the governing bodies on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expenditures in 

these components;

11.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submit regular reports on the financ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as presented in document A68/7 and on the outcome of the financing dialogue, the 

strategic allocation of flexible resources and the results of the coordinated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through the Executive Board and its 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o the World Heal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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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h plenary meeting, 22 May 2015

A68/VR/8

2016-2017 사업예산안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2016-2017 사업예산안을 검토하고;

에볼라 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과, WHO가 보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

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과, WHO의 책임성, 투명성, 재무 관리, 효율성, 결과 보고 강화를 위

한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을 인식하며,

1. 2016-2017 사업예산안에 제시된 사업을 승인한다;

2. 의무분담금과 사업분담금 모두를 합해 총 43억8500만 달러인 2016-2017년 예산을 승인한다;

3. 2016-2017년 예산을 다음 카테고리와 영역에 배분한다:

  (1) 감염병에 7억6500만 달러;

  (2) 비감염성 질환에 3억4000만 달러;

  (3) 생애주기 건강증진에 3억8200만 달러;

  (4) 보건 시스템에 5억9400만 달러;

  (5) 준비, 감시, 대응에 3억8000만 달러;

  (6) 지원 기능/조직 서비스에 7억3400만 달러;

기타 영역으로는:

  폴리오, 열대병 연구, 인간 생식 연구에 9억8600만 달러;

  감염병 발생 및 위기 대응에 2억400만 달러;

4. 예산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할 것을 결의한다:

  (1) 회원국의 비 부과 소득에 따라 조정된 純 의무분담금 총액 9억2900만 달러;

  (2) 자발적 분담금 총액 34억5600만 달러;

5. 각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분담금 총액은 Tax Equalization Fund에 들어있는 공제 금액만큼 줄

이도록 결의한다. 공제 금액은 직원이 WHO 보수에 소득세를 내도록 요청하는 회원국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된다. WHO는 그러한 소득세를 직원에게 반제하며 반제된 세 금액은 2700만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총 회원국 의무분담금은 9억5600만 달러에 달한다.

제68차 세계보건총회 WHA68.1

의제 12.2 2015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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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자본(Working Capital Fund)은 현 수준인 3100만 달러로 유지하기로 결의한다;

7. 사무총장이 본 결의안 3조에 배분된 대로 승인된 예산만큼 가용 의무분담금과 사업분담금을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8. 필요 시 사무총장이 여섯 카테고리 간 카테고리별 예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전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배기구에 보고

하여야 한다;

9. 필요 시 사무총장이 감염병 발병과 위기 대응 영역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이 있을 시, 할당된 예

산을 초과 집행 하는 것을 허가하며 이 영역의 가용 자원과 지출에 대해 지배기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0. 필요 시 사무총장이 폴리오, 열대병 연구, 인간 생식 연구 예산을 부가된 거버넌스와 자원동

원 메커니즘, 예산 주기 등의 결과에 따라 가용 자원이 있을 시, 할당된 금액보다 초과해 집행하

는 것을 허가하며 이 영역의 가용 자원과 지출에 대해 지배기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1. 사무총장이 A68/7에 제시된 예산의 재정과 이행 현황, 재정대화, 신축적 자원의 전략적 배분, 

자원동원 조율 전략의 결과에 대해 집행이사회와 사업․예산․행정 위원회를 통해 세계보건총

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2015년 5월 22일, 8번째 본회의

A68/V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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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전략

이번 논의에서는 예산의 증액이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2016년 사업․예산․행정위원회, 집행위

원회, 총회에서는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 약속한 세 가지 - (1) WHO 세 조직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설정, (2)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 내부 통제, 법규 준수를 강화, (3)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 – 에 대해 사무국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며 11월에 열릴 재정대화를 

통해 증액된 예산의 충당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PBAC 회원국인만큼 WHO의 사업과 예산 집행에 대해 면 히 검토하고 이 검토 

결과가 사무총장의 세 가지 약속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재정대화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한 사

업재정 충당을 위해 WHO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에 기반

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제 13 비감염성 질환

13.1 제2차 국제영양회의 결과

(Outcom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의제 13 비감염성 질환 (13.1 제2차 국제영양회의 결과) 103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8-en.pdf

⧠ 논의 경과  

○   (제134차 집행이사회) 제2차 국제영양컨퍼런스 결과 문서 초안 작성을 위한 조인트워킹그

룹 설립

○   (결과 문서 작성) 조인트워킹그룹에 의해 초안 작성 후, 2014년 10월 10-12일 로마에서 

회원국들이 모여 로마선언문, 행동계획안 최종안 작성

○   (제2차 국제영양컨퍼런스) 2014년 11월 19-21일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각국의 장관 등

으로 구성된 FAO/WHO 회원국 대표단(164개국), UN, 고위인사, 비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2,200명 참석  

－ 국제영양컨퍼런스 개최 전 2일간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대표단 회의 진행

－ 총회와 별도로 원탁회의 등의 기타 행사 또한 진행하였으며, 개회식에서 로마선언문, 행

동계획안 결과 문서 채택

⧠ 주요내용 요약 

○ 로마선언문 내용

－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할 영양과제에 대해 기술함

     ․영양부족, 미량영양소(비타민, 무기질)결핍, 비만과 식이 관련 비전염성 질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존하는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 문제(영양실조, 영양과잉)

     ․충분하고, 안전하고, 다양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국가의 식량 안보와 국민의 영양을 높일 수 있는 무역정책

－ 영양불량의 경로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제1차 국제영양회의(1992년, 로마)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가 미약하고 개선이 불균

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전 생애주기에 다양하고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식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에 대

한 비전을 착수함

    ․국가 보건 시스템에 영양부문 통합

    ․영양과 관련한 각 부문 전문가 영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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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한 강화

     ․여성에게 집중 투자하는 정책

○ 국가적 책무 

－ 로마선언문은 그간 영양관련회의(제1차 국제영양회의(1992)를 비롯하여, 세계식량 정상

회의 (1996, 2002), 식품보장을 위한 세계정상회의(2009), WHO의 2025년 영양관련 

달성 목표, WHO의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2013-2020 행동계획)에서 논

의된 책무를 재확인함

－ 2012년 보건총회에서 논의한 2025년 영양관련 달성 목표, 2013년 보건총회에서 논의

한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 목표에 대해 재확인함

* 종합계획 영양관련 달성 목표 6가지(2025년까지 달성)

 - (목표 1) 성장저하인 5세 미만 어린이의 수 40% 감소 

 - (목표 2) 가임기 여성의 빈혈 50% 감소 

 - (목표 3) 저체중아 출산 30% 감소

 - (목표 4) 아동기 과체중 증가 방지

 - (목표 5) 출산 후 6개월 간 완전모유수유 비율 최소 50%까지 증가

 - (목표 6) 어린이 소모성 질환을 5% 미만으로 감소 및 유지

*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 목표 9가지(2013-2020)

 - (목표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25% 감소

 - (목표 2) 국내의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최소 10% 감소 

 - (목표 3) 신체활동 부족 비율 10% 감소

 - (목표 4) 나트륨 평균 섭취량 30% 감소

 - (목표 5) 15세 이상의 현재 흡연율 30% 감소

 - (목표 6) 국가상황에 따라 고혈압 비율 증가 방지 혹은 고혈압 유병률 25% 감소

 - (목표 7) 당뇨와 비만 증가 억제

 - (목표 8) 최소 50%의 심정지․뇌졸중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약 처방(혈당 조절 포함) 수혜율

 - (목표 9) 공공 및 사설 기관에서 주요 비전염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 의료기술과 필수 약물(복제약 

포함)에 대한 80%의 접근가능성 확보

－ FAO와 WHO는 로마선언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책무를 강조함

    ․국민의 식이와 영양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투자 증대(전시상황 포함)

    ․국민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며,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 식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대

한 연중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부분에서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관된 공공 정책 발달

    ․영양 관련 국가계획, 프로그램, 전략에서 영양 비중 증가 및 관련 국가 자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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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을 다루기 위한 인적․물적 능력 강화

    ․영양을 강화하고 국내 및 국가 간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과 기

여를 가능하게 하고 강화할 것

    ․전 생애주기에서 건강한 식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계획 개발

    ․건강한 식이와 영유아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할 것

    ․행동계획안의 책무를 이행할 것

－ (행동계획안 개요) 행동계획안은 환경 조성; 건강한 식이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식품 시

스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영양 교육과 정보; 사회 보장; 직접적인 영양 중재의 헬스 

시스템 전달과 영양 향상을 위한 건강 서비스; 물, 위생시설과 위행; 식량 안보와 항균제 

내성 등에 대한 60가지의 자발적인 정책 옵션과 전략을 제공하며, 추천되는 안건은 국

가 책무의 이행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임   

○  국제적 책무

－ 회원국은 2015 이후 개발 과제의 책무와 비전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UN에 영양에 대한 로마 선언문과 각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자발적인 정책 

선택사항들과 전략 등을 담고 있는 행동 기조의 승인과, 현존하는 구조와 동원 가능한 자

원 내에서 2016-2025년 영양에 대한 10년의 행동 선포를 고려해주기를 요청함

○ 회의 이후 WHO 역할과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로마선언문 문단 16)  FAO와 WHO는 UN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 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양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정책, 프로그램, 계획을 강화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함

－ 사무국은 행동계획안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형

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임

－ 2015-2016년, WHO는 행동계획안에 기재된 정책 영역의 근거와 정보 안내를 확대할 

것이며, 다음의 추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것임

    ․(추천13) WHO는 건강 식이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검토

    ․(추천14) 식음료 내 포화지방,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의 점진적 감소 방안 개발

    ․(추천15) Codex 규격 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하여 건강 식이를 촉진하는 규제 및 자발적 장치 검토

    ․(추천16) 공공시설 내 접근 가능한 건강 식이와 안전한 마실 물에 대한  식품-영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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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기준 개발

    ․(추천39) 보충식품 마케팅과 가용성 향상 방안 개발

    ․(추천29-43) 영유아 모유수유, 어린이 소모성질환, 성장저하, 과체중 그리고 여성의 

빈혈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 검토 

    ․(추천53, 54) Codex 규격 위원회를 포함하는 국제 식품 안전 지침 및 기준 업데이트

－ 2015년, 사무국은 추천된 정책들의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 운영 세부

사항, 근거를 제공하는 정책 문서 시리즈를 회원국과 개발 협력자와 논의하고 공공 협의

를 거쳐 작성할 것 

－ 2015-2016년, 사무국은 WHO 유럽지역에서 설립한 “액션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 각국

의 정책적 접근을 수행하게 하고 법제화 기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지역적 수

준에서 다자간 계획의 설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 다자간 계획의 목표는 행동계획안 추천 

29-43에 초점을 맞춰 보건총회가 발표한 종합계획 영양관련 달성 목표의 성취를 가속화

하기 위함

－ 2015-2016년, 사무국은 FAO와 협력하여 FAO/WHO 프로젝트와 Codex 신용기금

(Fund for Enhanced Participation in Codex, Codex Trust Fund)의 종료 평가를 

완료하고, Codex 활동에 회원국의 참여를 지지하기 위한 성공적인 계획을 착수할 것이

며(추천 54),  FAO와 함께 국제 식량 안전 권위 네트워크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활동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추천 55)

－ 2015년, 사무국은 보건총회에 FAO 등 파트너 단체와 협력하여 항균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행동계획 초안을 제출할 것(추천 56)

－ 2015-2016년, 사무국은 WHO의 예방 치료 지침에 효과적인 직접적 영양중재나 영양과 

관련된 건강 중재의 포함여부와 One Health Tool의 영양 모듈을 사용한 비용 산출과 

운영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검토할 것(추천 44-49)

○  국가영양계획 내에 다른 정책 부문 포함

－ 국가 내 영양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안 추천 2에 대한 대응으로 사무국은 

국가의 영양계획, 영양과 관련한 농업, 무역, 사회 보장, 교육, 보건, 환경 계획의 예시를 

기록하기 위하여 UN 및 기타국제기구와 협력할 것

－ 기록관은 영양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WHO의 기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킬 것

이며, 사무국은 각 부문 정책에서 영양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지침 또한 만들 것

○  UN과의 연합체계를 위한 사무국의 기여

－ ICN2 결과는 UN에 그들의 권한 내에서 정책, 전략, 프로그램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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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추천 7), 다부문 계획을 세우는 등의 통합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기존

의 여러 단체(the United Nations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the 

Renewed Efforts Against Child Hunger and undernutrition partnership, the 

High Level Task Force on the Food Security Crisis and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와의 협동 메커니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

－ 사무국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지원을 위하여 UN의 글로벌 영양 의제 개발과 

각 기구의 권한을 고려한 협업체계의 적용하고, UN 시스템 내의 모든 기구와 협업할 것

○  부문 간 업무와 관계자의 참여, 협력체계의 용이화 및 강화

－ 행동계획안은 식량안보 및 영양의 여러 관계자가 얽힌 구조 내에서, 정책, 전략, 프로그

램과 기타 영양에 대한 투자 실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 간의 협력체계 설립 요청

(추천 3) 

－ 사무국은 존재하는 경험과 좋은 예시에 근거하여, 위험 평가와 이해관계를 다루기 위한 

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 안내서를 준비할 것 

－ 사무국은 국제적 수준에서 영양을 다루는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글로벌 협동 메커

니즘 등 여러 관계자 포럼(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the Scaling 

Up Nutrition movement 등)과 협력할 것

－ 사무국은 비정부 활동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건총회에서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회의 

준비를 하는 동안 시작되는 업무를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의 함께 준비할 것

○ 영양 정책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금융자원 동원 

－ 행동계획안은 영양부문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투자 증대와 획기적인 재원 툴을 통

한 자원 확보를 요청하고 있고(추천 4), 사무국은 영양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공급이 가능

하도록 현재 체계에 협력하고, 새로운 투자 기관의 설립에 기여할 것

－ 사무국은 또한 농업 분야의 투자를 위해 영양의 영향 분석을 포함해서 국제금융기관과 

회담할 것

○ 책임체제 개발

－ 행동계획안은 FAO와 WHO에 다른 UN 단체 및 관련 지역‧국제기구와 함께 로마선언문 

책무 수행 보고서 작성을 요청함(추천 59) 

－ 행동계획안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사무국은 회원국의 영양목표가 성립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명시된 각 영역 책무의 기록을 수집할 것 

－ 책임의 목적으로, 행동계획안은 기존의 2025년까지 모성, 영유아 영양 향상과 비전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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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성취 목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가 자체적으로 책무이행도를 

간헐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 사무국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영양  수행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베이

스의 정보를 편집할 것이며, 국가의 조치에 따른 다른 감시체계와  책임체계를 통해 다른 

이용 가능한 정보와 통합될 것

○  회의 결과 수행 과정 보고

－ 행동계획안의 60가지 추천사항에 대한 요청에 따라, 가능하면 이후에 진행되는 2년 간격

으로 WHO의 지역 위원회를 포함한 본부의 모든 정기회의에 임시의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FAO와 WHO의 사무총장은 UN에 보고서 등을 전송할 것 

－ 사무국은 매년 국제 영양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UN 본부, 국제기구, 기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지지

－ (UN 총회) UN의 2016-2025 영양 계획에 영양 관련 로마선언문과 행동계획안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정부, 국제 기구, 다른 활동가의 우선순위 과제와 단계 등을 포함

한 지침을 준비할 것

－ (세계위원연맹) 위원들을 위한 이벤트에서 제132차 세계위원연맹에 영양과 제2차 국제

영양회의 의제를 포함하고 결과 문서를 지지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지원

할 것

○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 대한 기여

－ 사무국은 2025-2030년 글로벌 영양 목표를 업데이트하는 초안을 작성할 것이며, UN의 

다른 기구와 일하면서 현재 제안된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17가지의 발전 목표와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잠재적인 영역에 대해 지시하는 정책 안내서를 준비할 것 

○  세계보건총회의 역할

－ 세계보건총회는 보고서 공지하고; 현재 문서에서 개요한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추가 안

내를 제공하고; 제68차 보건총회에서 로마선언문과 행동계획안 지지하고; 회원국들이 

행동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보고의 주기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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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영양의 중요성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이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마련됨을 다수의 국가에서 환영

○ WHO가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

⧠ 논의 결과

○ 로마 선언문과 이행 계획 프레임워크 문서의 채택에 동의하여, 위원위는 동 문서를 수정 없

이 채택함을 승인하였음

2. 주요국 발언

호주

리포트 감사. 정부가 각 계의 조치를 발전시킬 수 있음. WHO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보고

서 채택을 지지함.

일본

각 국의 다른 상황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이행은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영양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지급부터가 더 중요하고, WHO가 영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

여야 함.

태국

영양 문제와 경제문제는 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커다란 

도전임. 이행 플랜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이 필

요함. 보고서 채택을 지지함.

독일

모든 국가 및 업계가 2차 영양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절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행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좋은 영양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음. FAO 

및 WHO가 영양에 대한 이런 작업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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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올바른 영양이 과체중 및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임.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

임. 영양과 관련하여서는 멕시코에서는 보건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 간 협조로 이행 조치를 취하로 

있음. 교육 네트워크, 올바른 식품 생산, 등을 통하여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고 있음.

미국

WHO가 툴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함. 그래서 영양에 있어서 WHO가 강력한 플랫

폼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국 국가와의 기술협력의 기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함. 이는 각 국가 간의 조화로운 접근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함. 과학적 기술을 근거로 코덱스 

기준 설정까지 연계되어야 함.

브라질

영양 관련 제2차 국제 컨퍼런스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함. 브라질도 로마선언문 및 이행 프레임워

크 문서 생산에 열심히 참여하였음. 과체중 및 비만에 퇴치에 전쟁을 선포하였음. 다양한 식품의 유

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양의 주권 필요하므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음. 

중국

2014년 11월에 로마에서 이루어진 2차 국제영양 회의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였음. 영양과 관련 

다른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 각 국가 에서의 영양 관련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음. 

중국에서는 학군 별 영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별, 그룹별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함.  

영양 관련 정보를 WHO가 지속적으로 각 국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콜롬비아

로마 선언문, 및 이행 관련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지지함. 우리는 현재 영양부족 및 비만을 동시에 

같이 격고 있고, 이 둘은 공중 위생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임.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측면에서 검

토된 보고서를 환영함. WHO 및 다른 국제기관은 지속적인 식품 생산 능력 개뱔을 통하여, 회원국

이 기아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야함. 지속적인 진행상황 보고 및 지역사회, WHO 및 UN의 논의 내

용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여 주기를 희망함.

폴란드

보고서 마련을 위한 WHO, FAO의 노력에 감사함. 과체중 및 비만이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폴라드에서는 인구의 50%이상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전염병은 아니

지만 널리 퍼져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음. 이번 세대보다 어린이는 수명이 단축될 것임. 보고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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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지지함.

인도네시아

로마 선언문과 이행 계획 프레임에 대하여 지지함. 기아문제가 우선 해결되기를 희망함. 인도네시

아에는 2015-2019년 실천 계획으로, 영양 부족, 비만 문제 해결 방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였

음. WHO와 회원국의협조하면 영양상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함.

대만

영양에 대한 로마 선언문, 이행계획 프레임워크를 지지함. 대만에서는 저나트륨, 저당을 섭취하도

록 국민에게 권고하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한편, 모든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적용

하게 했더니 비만율이 줄어들었음. 관련 자료와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함.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영양 관련 회원국 동향 모니터링 지속 국내 영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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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development of the core set of indicator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결정문 WHA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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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9-en.pdf

⧠  결의안 WHA65.6

○ ‘모성, 영유아 영양에 관한 포괄적 실행 계획’ 승인

－ 실행계획에는 2025년을 기한으로 한 6개의 글로벌 목표와 다섯 가지 실행계획 포함

－ 다섯 번째 실행계획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관한 것

○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두 지표군으로 구성

－ 하나는 모든 국가들이 보고해야 하는 ‘핵심지표군’

－ 다른 하나는 ‘확장지표군’

○ ‘글로벌 모성, 영유아 영양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첫 초안

－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검토

○ 두 번째 초안의 핵심지표군에는 14개의 지표들이 포함

－ 중간성과 지표 5개

－ 과정 지표 6개

－ 정책환경 및 역량 지표 3개

○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점검 기간으로는 5년이 제안됨

－ ‘영양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전문가자문그룹’이 이 일을 수행할 것이며 그 첫 점검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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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2012년, 제65차 세계보건총회는 결의안 WHA65.6에서 ‘모성, 영유아 영양에 관한 포괄적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 이 실행계획에는 2025년을 기한으로 한 6개의 글로벌 목표와 다섯 가지 실행계

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다섯 번째 실행계획은 전반적인 실행계획의 책임 소재를 확보하기 위

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영양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허용된 조화로운 접근방법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모성, 영

유아 영양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지표(指標)군(群)은 정책입안자들이 세계영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개정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영양감시시스템’의 설계에 도

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두 지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모든 국가들이 보고해야 

하는 ‘핵심지표군’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지표군’으로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학 패턴과 중요한 영양 

과제에 대응해 실행한 실행계획에 맞는 지표들을 이 확장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핵심지표군은 결과

체인의 단계별로 주어진 추적 지표들(tracer indicators)을 포함한다: (1) 1차 성과 지표들은 6개의 

글로벌 영양 목표의 성취 여부를 측정한다; (2) 중간 성과 지표들은 인과 경로에 있는 구체적 질병과 

조건들이 6개의 영양 목표에 대한 국가들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측정한다; (3) 과정 지표

들은 프로그램과 상황의 진도를 측정한다; (4) 정책 환경 및 역량 지표들은 영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한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을 측정한다. 2014년 5월 결정문 WHA67(9)에서 세계보건총

회는 글로벌 목표 달성 측정을 위한 7개의 지표들을 핵심지표군으로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세 

가지 범주의 핵심 지표들에 주안점을 두고 핵심지표군에 지표들을 추가하여 그 승인을 요청한다. 

‘글로벌 모성, 영유아 영양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초안은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검

토되었으며 웹 기반의 자문을 통해 회원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사무국이 

준비한 두 번째 초안은 UN, 회원국, 학계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되었다.

두 번째 초안의 핵심지표군에는 14개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5개의 중간성과 지표들, 6개의 

과정 지표들, 3개의 정책환경 및 역량 지표들. 이미 승인된 7개의 성과 지표들과 더불어 총 21개의 

지표들이 핵심지표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136차 집행이사회는 사무국에게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표들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 확보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국과 더 많이 논의할 것을 권

고했고 사무국은 이를 수행했다. 자문 결과 제안된 모든 지표들이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되어

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또한 10개의 지표들은 WHO에로의 즉각적인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만 4개

의 지표들은 추가적인 운영 가이드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보고는 2018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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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추가 핵심 지표

지표

중간 성과 지표, 목표를 향한 인과 경로 상의 조건 모니터링

IO1 5세 이하 아동의 설사 유병률

IO2 체질량지수가 낮은 15-49세 여성의 비율 

IO3 참조 기간 동안 15-19세 여성이 출산한 아동 수/15-19세 여성 1000명

IO4 18세 이상의 과체중과 비만 여성의 비율

IO5 취학아동과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5-18세)

과정 지표, 프로그램과 상황 진도 모니터링

PR1 최소한의 식품을 섭취하는 6-23개월 아동의 비율

PR2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PR3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PR4 철분과 엽산을 공급받는 임신 여성의 비율

PR5 유아 친화적 시설에서의 출산 비율

PR6 지난 해 적어도 한 번 모유 수유에 대한 상담, 지원, 메시지를 받은 0-23개월 유아모(母)의 비율

정책 환경 및 역량 지표, 정치적 의지 측정

PE1 인구 100, 000명 당 훈련된 영양 전문가의 수

PE2
해당 국가가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결의안 WHA34.22)와 관련 
보건총회 결의안들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법률/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PE3
해당 국가가 ILO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와 권고안 No. 191과 입장을 같이 
하는 모성보호법 혹은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각각의 지표를 성(性), 지리․사회경제적 변수(도시 혹은 시골 거주 등), 연령 그룹 등에 따라 분해

하자는 제안이 있다. 일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른 구분도 제안되었다. 

가능한 한, 제안된 지표들은 ‘핵심건강지표 100개에 대한 글로벌 리스트(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이미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포

괄적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같은 기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지표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지표들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지표 프레임워

크가 완성된 후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안된 지표들은 일부 서베이에서 활용 중

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Countdown Initiative 보고서와  글로벌 영양 보고서와 

같은 관련 보고서들에도 포함되어 있다.

제안된 지표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건총회가 승인한 여섯 개의 글로벌 목표들의 추진 현황을 파악

할 수 있고 각국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은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핵심 리스트에 있는 지표들을 통

해 모든 목표들을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장지표군에 추가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 확장지표군

에는 16개의 지표들이 국가의 선택사양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안된 지표들로 프로그램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와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하다. WHO와 UNICEF는 영양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전문가자문그룹을 수립해 추가

된 지표들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점검 기간으로는 5년이 제안되었다. ‘영양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전문가자

문그룹’이 이 일을 수행할 것이며 그 첫 점검은 2020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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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정문 WHA68(14)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development of the core set of indicators

The Sixty-eight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development of the core set of indicators, decided:

(1) to approve the additional core indicators for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2) to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report on the entire core set of indicators 

starting in 2016, with the exception of process indicators 1, 4 and 6 and policy envi-

ronment and capacity indicator 1, which will be reviewed by the Executive Board once 

available, for approval, and which will be reported on from 2018 onwards;

(3) to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provide additional operational guidance on 

how to generate the necessary data for indicator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s;

(4) to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review the indicators for the extended set and 

provide details of the definitions of those indicators, the availability of data and the 

criteria for their applicability to different country contexts;

(5) to recommend a review of the global nutrition monitoring framework in 2020.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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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모성, 영유아 영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위한 추가 핵심 지표들을 승인한다;

(2) 회원국들에게 과정지표 1, 4, 6, 정책환경역량지표 1을 제외한 모든 핵심지표들에 대해 2016

년부터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과정지표 1, 4, 6, 정책환경역량지표 1은 집행이사회의 검토와 승인 

후 2018년부터 보고한다.

(3) 사무총장에게 각국의 독특한 국가 환경에서 필요한 지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 운영 가이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4) 사무총장에게 확장지표군의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 지표들에 대한 정의, 데이터 확보 여부, 상

이한 국가 환경에서의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5) 2020년에 ‘글로벌 영양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5월 26일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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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아동비만 근절 위원회 업데이트

(Update on the Commission on Ending Childhood Obesity)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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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10-en.pdf

⧠ 논의 경과  

○ ’14년 7월 17-18일 아동기 비만 근절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업무 방식 설정

－ 아동기 비만 근절 과학 근거 특별 실무단은 여러 연구 결과들의 차이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를 밝힘

○ ’14년 10월 13-14일, 제네바에서 비정부 활동가 의견 취합

⧠ 주요내용 요약 

○ 아동기 비만 현황

－ 영유아, 소아, 청소년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 중(아프리카 지역에서만 ’90년→’13년, 4만명→10만명으로 증가) 

－ 현 추세에서 2025년 전세계 과체중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기에도 비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강조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의 필요성

－ 아동기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당뇨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전단계 질환의 위험

을 높임

－ 아동기 비만의 원인과 잠재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직 많이 존

재함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 방안

－ 과체중, 비만, 비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한 식

이와 충분한 신체활동인 것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며, 보건총회는 WHO의 비전염성질환

에 대한 지시를 더 자세히 기술하여 해결책으로 채택

－ 지역의 협조, 정부의 지원,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가 모두 갖춰지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지

침이 만들어지고 실천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 위원회 설립

－ 아동기 비만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기 비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진 저명한 전문가 1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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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고위 위원회를 설립함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거쳐 두 개의 특별 실무단의 지원을 받음

      ․과학 근거 실무단: 21명의 전문가로 구성

      ․이행, 감시, 책임 실무단: 24명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는 전세계의 다른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을 근절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중재방법들과 접근을 구체화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 위원회 회의 일정

－ 1차 회의는 ’14. 7. 17∼18, 2차 회의는 ’15. 1. 13∼14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임시 보

고서에서 다음 사항을 권고 잠재적 영역으로 강조함  

    ․아동 비만의 건강‧사회‧경제적 결과

    ․아동기 비만 예방의 생애주기적 접근의 중요성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해 이행되어야 할 사항

－ 권고안은 다음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

○ 아동기 비만 근절 대책 위원회 회의 차기 계획

－ 3차 회의 : 2015년 6월 예정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아동비만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이어져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의 가능성 높음

－  세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성 인지

○  회원국의 아동비만 관리 조치 소개

⧠ 논의 결과

○  이견 없음에 따라 노트 승인함



의제 13 비감염성 질환 (13.2 모성, 영유아 영양: 핵심지표군 개발) 121

2. 주요국 발언

레바논

아동비만은 국제적인 문제로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기인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동

부족과, 미디어 발달로 인한 정크푸드나 드링크 확산에서 기인함. 정부는 아동비만 근절을 위하여 

이런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엔지오 및 다른 조직과 서료 연계해서 대응해야 

함. 레바논은 영유아 모유 대용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므

로 WHO가 모니터링이나 예찰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국가별 데이터 수집에 대한 차이를 

줄여 주기를 희망함.

버룬디

아동비만은 전세계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아동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

하고, 대륙적인 통계가 필요함. 버룬디도 아동비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한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가 부족함. 현재 시행 중인 영양부족관련 액션 플랜이 있어서 이를 응용

하여 아동비만을 다른 질병과 연계하여 진단하고 예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필리핀

필리핀에서 아동비만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정책 방향을 제

시한 보고서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 아동 비만이 최근 들어나는  속도는 빠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비만 문제가 저영양 문제와 같이 나타나 정부기관에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음. 당류와, 음료의 너무 과한 섭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 푸드에 대

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식품 회사에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WHO에

서 제시하여 줄 것을 희망함. 그리고 인구에 따라 다른 정책이 필요함. 

방글라데시

아동비만 문제를 인식하고 근절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좋은 보고서를 준비해 준 WHO

에 감사함. 최근 중저 소득 국가에서, 그리고 도시지역 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아동 비만이 많이 증가

하고 있음. 이는 미래의 건강에 대한 경고임. 왜냐하면 아동 비만은 당뇨와 심장병으로 이어지기 때

문임. WHO는 패스트푸드, 고당류 및 고지방 섭취에 대한 관련성 연구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진

행해야 함. 비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번 보고서를 환영함.

말레이시아

아동비만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이행에 대한 몸니터링에 대하여 논의된 최종 보고서를 환영함. 

아동비만은 사회 영향의 차이, 정치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 중요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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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보고서를 지지함. 아동비만 근절과 관련하여 이라크도 전세계적 노력에 열심히 동참하였음. 아동

비만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문제이므로, 커미션 작업이 경제, 정치, 산업, 

위생관련 분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국가의 정책 입안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

도록 사무장에게 요청함. 건강한 섭식을 권장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태국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리포트를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 사무국에 요청 사항이 있는 바, 사회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고 아울러 경제 관련 데이터, 인구 변화, 섭식 패턴이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하

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이 반영되어야 함. 교육 및 개인 반응도 중요하며, 법, 규정에 대한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미국

보고서를 환염함. 미국도 한 때 아동 비만 문제가 심각했으나, 강력한 이행 조치로 현재는 낙관적

이라고 볼 수 있음. 아동 비만 개선을 위해서는 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함. 아동비만 에 대한 정보 

공유, 굶주리는 아동이 없게 건강한 푸드가 제공되어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분

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 함. 미국은 처음부터 아동비만 관련 논이에 참여해 온 바, 2016년 지역 

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에콰도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아동비만에 대하여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을 강보하고 싶음. 

에콰도르도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가공식품 및 음료의 당 함유를 제한하고, 

학교 급식 등을 통하여 비만 예방 관리를 하고 있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단위에서 문제해결

이 있어야함.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운동량을 더 증가시켜야 하며, 예찰을 시스템화 하여 정보가 공

유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국가적으로 비만 퇴치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5세미의 아동에서 비만이 상당함.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 및 웰빙에 위협이 될 가능성

이 많음. 2017-2019 계획으로 비만 인디케이터 수립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아동 비만에 대한 지

침, 다이어트 가이드라인, 정보, 교육 등 1차 레벨에서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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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동 비만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음. 어른과 달리 아이는 먹는 것에 대한 결정 없으므

로 이것이 더 중요함. 다른 문화, 행동 양식 다르므로 우리는 다른 경제 상황, 농업상황 등을 고려해

서 계획하여야하고, 영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아동 비만 뿐 아니라 어른 비만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 수준의 해결책을 생각해야함. WHO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영양문제에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함. 2016다음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함.

베네주엘라

아동비만 줄이기 위해 베내주엘라는 보건부가 노력 중에 있음. 아동비만관련 정부 기관 간 조치를 

채택한 바 있음. 건강한 섭식에 대한 규정 마련, 아동기에 집중해 모유수유, 건강한 섭식 및 운동량

을  증가시키는 것에 신경쓰고 있음. 특히 어린이 음식에 고칼로리를 피하도록 하고, 모유수유 장려,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식 먹이기 등이 아동비만의 예방책이 될 것임

튀니지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튀니지는 보건부가 비만과의 전쟁 프로프램을 선포함. 산업부, 농업부, 

환경부, 통상부, 보건부, 교육부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합심함. 건강한 식품을 생산할 것을 촉구하

고, 운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 교육 및 아동비만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정보교환을 통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도록 함. 유치원, 학교, 중고교, 대학교, 직장, 가정 

및 병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대상임.

중국

WHO가 마련한 아동비만 근절 프로그램을 지지함. 중국에서 청년 및 아동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

고, 특히 5세 이하에서의 비만율은 8%임. 비만 아동이 고혈압. 당뇨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은 

바, 이는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 임산부가 체중을 조정하도록  하고, 모유수유가 더 증가하여야

함. 건강한 섭식 및 생활 습관을 장려해서 과식을 막고, 앉아서 만 지내는 습관을 줄이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아동비만에 대한 과학적 조치가 필요함

아르헨티나

아동비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 왜냐면 비만 아동이 나중에 심장병등 비전염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이 중요함. 아르헨티나는 틀랜스 팻 함

유 제품은 수입금지하고,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교육, 표시 등 모든 산업부분에서 협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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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아동비만 관련 회원국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관련 사업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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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1-en.pdf

⧠ 68차 의제 내용

○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성과 검토를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14.7) 결과  

－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정치적 선언(‘11) 이행 성과 평가, 남은 과제 파악

－ 국제적인 공조 결과 상당한 성과 불구, 국가 간 성과가 불균등하다는 결론 

－ ’15-’16년 까지의 우선 순위 과제* 합의, 결의안 채택(A/RES/68/300)

              * (우선순위 과제)∆국가적 차원의 관리 목표 설정 ∆다부문간 협력과 파트너쉽 형성 ∆비감염성질환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위험 요인 감소 ∆보건의료체계를 비감염성 질환에 적합한 구조로 강화 및 개편

○ ’14 고위급 회의 이후 WHO의 주요 역할 및 성과

－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비용효과적인 정책메뉴 개발⋅업데이트 등)

－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유엔 기구간 TF(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 구성 및 권한 합의

－ 민간 부문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여 방안 및 우수 사례 공유 플랫폼 마련 

－ 만성질환에 대한 WHO global status report 발간

○ 결론

－ 국제적 차원의 비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협력 인프라 조성 등의 성과

－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보고서 (특히 2016-2017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수행계획) 인지

2. 의제 내용

질병부담이 높은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 대응을 위해 비감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

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2011.9.18.∼9.22)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유

엔총회 고위급회의의 정치적 선언을(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채택

하였다. 선언은 비감염성질환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적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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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및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언 이후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WHO의 134차 집행이사회(’14.1월)에서는 

비감염성 예방관리에 대한 WHO의 전략 수립(비감염성질환에 대한 글로벌 액션플랜 2013-2020),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유엔 기구간 Task Force의 구성 및 운영안,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조정 기구(Global Coordination Mechanism)구성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논

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발언문에서 글로벌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및 추진 경과에 대한 각국

의 보고에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성과 검토를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14.7)에서는 2011년 비

감염성질환에 대한 유엔 총회 정치적 선언의 이행 성과 및 남은 과제를 파악하여 국제적 협력 증진

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반면, 국제적인 공조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 그 성과는 불충분하며 국가 간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 각국은 ’15-’16년 까지 네 개의 우선 과제를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유엔 총회 결

의안을 채택(A/RES/68/300)하였다. 유엔 총회 결의안(A/RES/68/3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만성질환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WHO 글로벌 액션플랜 

2013-2020과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생활습관의 개선 및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의 적정관리를 

포함한 9개의 국제적 목표치 개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유엔 기구간 

Task Force,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조정 기구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WHO는 각 회원국이 국가적 차원의 비감염성 질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WHO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글로벌 전략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정책 옵션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WHO는 민간 부문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여 방안 및 우수 사례 

공유 플랫폼 마련, 만성질환에 대한 2차 WHO global status report 발간(’15),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사회 다부문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 자문 및 이에 대한 결과 공유, WHO-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간 IT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인 “Be He@lthy, Be mobile” 프로그램 개발 등

의 노력을 지속하며 해당 활동의 결과와 성과를 회원국과 공유하여 각국의 비감염성질환 대응 노력

을 지원할 것으로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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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pleased tha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non-communicable disease (NCD) agenda. There have been continued discussions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 in particular, through the UN General Assembly 

in July, 2014, after adopting the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The 

four proposed agendas are reasonable, and they would further require continued en-

deavor to promote cooperation and to make progres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A/RES/68/300) adopted at the High-level meet-

ing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Republic of Korea is going to modify a national 

plan with reflecting the voluntary targets of the glob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 2013-2020 to control major NCD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In addition, we raised the prices of ciga-

rettes by 80% in January this year, noting that the Global Strategy suggested raising 

cigarette tax as an effective policy option. We also plan to have graphic warnings dis-

played on cigarette packs and to ban advertising for tobacco in retail stores and other 

areas.

   Our delegation commends various technical support of WHO such as development 

of cost-effective strategies, U-health standardization, and paradigm of IT-using health 

management. We call on WHO to expand the use of the platforms, which include 

WHO-ITU joint program, “Be He@althy, Be mobile” program, to share the progress, 

strategies and wisdom of every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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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비 감염성질환(NCD)의 질병부담 공감

⧠ NCD 관리 전략과 성과 공유 

○ 각국의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필요

성 강조

2. 주요국 발언

미국

WHO가 제시한 실행 계획을 지지하며, NCD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 비정부주

체, 자선가 등의 협력이 중요하며, 세계보건기구 비 감염성 질환 글로벌 협력기전(WHO Global 

Coordination Mechanism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

eases, GCM)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중국

국내 NCD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신체 활동, 보건 교육, 환경 관련 활동들에 대해 소개

덴마크

NCD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취약 계층을 찾아 지역 사회 단위 접근을 하고 있음. 

WHO가 다분야 협력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 

핀란드

NCD는 규제 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고, 상업(commercial)과의 긴 한 연관성이 있으며, 국가 

간의 긴 한 공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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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14 UN 총회 고위급회의를 통해  채택한 2011년의 유엔 총회 정치적 선언은 만성질환이 더 이상 

보건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인 개발 차원의 이슈임을 확인하고 국제적, 다분야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만성질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여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역량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

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의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

의가 활성화 된 결과 만성질환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WHO 글로

벌 액션플랜 2013-2020과 9개의 국제적 목표치가 개발되었고 WHO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대응 전략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요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2006~2015), 제2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2011~2015), 천식․아

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07) 등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책에 기반한 관리를 지

속하며, 또한 당뇨병 예방관리 종합대책, 만성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

다. 기존에 지속하고 있던 질환 관리 및 예방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민간협

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및 일차의료 기반의 질환 관리 향상, 생애전환기

(40세, 66세) 검진도입(‘0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3차 예방전략 도입(‘08~)등 효과적인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의 지속․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대한 만성질환 정책 통계집을 개발하여(’15)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만성질환은 공통의 위험요인 및 선행질환을 보유하므로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만성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개발하여 WHO에

서 제시하는 9개의 자발적 목표치 반영, 공통의 위험요인을 갖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 국민인

식개선 사업,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고위험군 대상 만성

질환 예방 중재, 복합만성질환자 관리 등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 서

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서태평양지역 고위급회의의, 이의 결과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서울선언문」 및 2014년 8월 한중일 만성질환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등 

국제적 성과 교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의제 13 비감염성 질환

13.5 간질의 세계적 부담 및 국가별 조직화된 

조치의 필요성

(Global burden of epilepsy and the need for 

coordinated action at the country level)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한국의 발언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제4절  결의안 WHA68.20

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32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12-en.pdf

⧠  136차 집행이사회에서는 ‘간질의 세계적 부담 및 국가별 조직화된 조치의 필요성’ 의제를 제

68차 WHA에서 논의할 결의안으로 채택하였음

－ 결의안 WHA66.8에서 채택한 효과적인 mental health plan 2013-2020, 결의안 

WHA67.22 필수의약품의 접근,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WHA66.10: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 Resolutions 68/269 and WHA 57.10: road safety, 

Resolution WHA66.12: neglected tropical diseases, Resolution WHA 67.10: 

newborn care, WHA67.15: violence 등에 포함된 형태로 다루어진 바 있음

－ 비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논의한 UN총회 고위급 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에서는 정

신적, 신경적 질환이 중요한 사망률의 원인이며 이것이 글로벌 비전염성 질환의 부담과 

효과적인 의료프로그램의 평등한 접근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인지함 

－ 새천년 목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UN 회의 결과물인 “The future we 

want”과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는 목표 

3(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확고히 하고 증진시킨다)와 타켓 3.4 (2030년까

지 예방,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및 웰빙 장려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률을 1/3로 줄인다)를 제안함

2. 의제 내용

○ 간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만성 

신경 질환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간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3 이상이 저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다. 매년 약 24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간질은 

질병의 세계 총 부담의 0.5%를 차지한다.

－ 대다수의 간질 환자들의 발작 증상은 비용 효율이 높고 구하기 쉬운 항간질작용 약품으

로 적절히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 1997년에 WHO와 2개의 국제 비정부단체는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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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reau for Epilepsy) 간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리를 개선하고 간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Global Campaign Against Epilepsy: Out of 

the Shadows을 진행하였다.

－ 2005년에 WHO는 정신 및 신경학적 관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편집하여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WHO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을 진행하였다.

○ 중국과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진행한 국가 레벨의 액션에서 저비용으로 질병의 관리와 간질

환자들의 삶의 질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다.

○ 간질의 공중 보건 측면에 대한 지역 회의를 통해 각 지역 보고서는 간질에 대한 공공교육, 

입법 개혁, 연구 투자, 간질 협회 및 조직에 대한 지원, 정보교류, 지역 사회 기반의 제어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 국가별 단계에서 세계 공중보건 이슈인 간질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각 국가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리더십과 지배구조 강화

－ 간질 치료의 제공 개선

－ 일차 보건 의료에 간질 관리 통합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가

－ 간질 예방을 위한 지원 전략

－ 간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 증가

－ 건강 정보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

－ 간질 연구에 대한 투자 개선 및 연구 능력 향상

－ 시민 사회 및 다른 파트너와 공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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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Chair.

Korea welcomes the resolution adopted in the 136th EB Meeting through the efforts of WHO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awareness for Epilepsy. Korea supports for implementing the 

country level action in dealing with the global health issue of improving epilepsy care.

Korea believes it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o establish a phased approach that provides 

countries with core, expanded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ptions considering the care 

of people with epilepsy and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Korea is currently working on amending relevant legislations to promote advanced polic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mental disorder, human rights protection of 

people with epilepsy.

Moreover, Korea strives to improve the social awareness of epilepsy needs during 

emergencies. Korea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 and 

healthcare service for people with epilepsy and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and welfare 

status. 

Korea will actively share its policy knowhow and best practices to contribute to WHO’s ef-

forts in promoting epileps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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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간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강조

－ 간질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다자

기관의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통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조

- 간질환자는 적은 비용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1차 보건의료 차원에서 간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 간/ 국제적 협력 필요성 강조

- 간질은 전 세계가 떠안고 있는 비전염성 질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으로써 국가 

간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긴 한 협력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2. 주요국 발언

이라크

본 회의에서 이라크 대표단은 앞으로 간질 관련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 하였으며 격

차를 줄이기 위한 다부서간 협력을 장려하였음. 더불어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함

캐나다

본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은 간질 관련 보건의료종사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

영국

본 회의에서 영국 대표단은 대부분의 간질은 기본적인 차원에서 치료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

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간질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monitoring, data collection, hospital management 과 같은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끝

으로 ‘유전적으로 간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anti-epileptic 약에 대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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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발언함

바레인

본 회의에서 바레인 대표단은 국가 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간질 환자 차별 및 그에 따른 교육 실

시가 필요하며 간질에 대해서는 무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장려함

가나

본 회의에서 가나 대표단은 2012년 가나 국가에서 진행한 간질에 대한 pilot test를 예시로 들면

서 다자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시민사회의 참여와 교육을 통한 증진, 간질 데이터와 의료시스템 향상

의 필요성을 강조함

호주

본 회의에서 호주 대표단은 본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함을 강조함. 간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문제가 됨을 지적함. 또한 2014-2015 프로그램 예산 속에 간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듯이, 2016-2017 프로그램 예산에도 들어가야 함을 강조함

말레이시아

본 회의에서 호주 대표단은 국가적 레벨에서 간질에 대한 보건, 사회적 의식의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간질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과 역량강화를 강조함

몰타

본 회의에서 몰타 대표단은 간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항간질약을 

통해 간질 환자의 70%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함. 하지만 저개발국가의 간질 환자 중 3/4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간질환자와 간질 가족들에게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여전함. 몰타 인구의 1%가 간질환자로 몰타는 국가 건강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치료

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공중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간질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예방, 치료, 진단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강화해야 함을 강

조함

몰디브

본 회의에서 몰디브 대표단은 간질을 위해서 2010년부터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두에게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원 및 강한 파트너십을 

장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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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본 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 대표단은 협력의 중요성 및 간질환자와 가족의 치료 또한  포함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간질 문제는 매우 복잡함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정 한 진단방법이 요

구 된다고 주장함. 

러시아

본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간질은 주로 어린아이 및 노인에게 주로 발견됨으로 매우 중요한 의

제라고 주장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협력과 간질 관련 의료접근성을 강화 및 확

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WHO의 global plan에 적극 참여 할 것이라고 밝힘

그리스

본 회의에서 그리스 대표단은 간질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고 간질을 예방 및 감지 할 수 있

는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르지아

본 회의에서 조르지아 대표단은 간질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 및 본 의제에 co-sponsor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함

로마니아

본 회의에서 로마니아 대표단은 간질은 처방제로 예방가능하며 간질 환자에 대한 차별 관련해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로마니아는 2011과 2012년부터 간길 관련 의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발언함

콩고

본 회의에서 콩고 대표단은 콩고에서는 전 연령 때 에 간질 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간질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 1차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강

조하였음. 국가 수준의 intervention이 필요하며 WHO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원조달의 필요

성 또한 강조함

스와질란드

본 회의에서 스와질란드 대표단은 간질 관련하여 불충분하 의료종사자와 적절하지 못한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간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현재 간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

해 대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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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닌

본 회의에서 베닌 대표단은 저․중소득 국가에서 간질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이런 간질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간질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약품비용이 마련되어

야 하며 국가의 보건 전략에 간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약품 비용 절감을 

위해 약국업계와도 협력중이라고 주장하였음

태국

본 회의에서 태국 대표단은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 간질을 대응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줌으

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 및 의료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더불어 해당 국가의 상

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새울 것을 장려함.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 동시에 본 결의안에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추후 개정 할 것을 요청함

탄자니아

본 회의에서 탄자니아 대표단은 간질 관련하여 2015~2019년도 국가 보건 전략에 포함되어 있으

며 1차 보건의료 및 referral 수준에서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리고 전문기관과의 협력 

또한 중요시 여김

인도네시아

본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간질환자가 많은 만큼 포괄적인(comprehensive) 전략이 필

요하다고 하였음

이탈리아

본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단은 회원국들 간 간질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을 장려함

베네수엘라

본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대표단은 국가 보건 전략에 정신보건을 포함할 것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

역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예방, 증진 및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할 것을 장려함. 또한, 간

질 관련 종사자의 다양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함

일본

본 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은 간질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1차 보건의료에서는 적절한 치료와 진단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

력을 통한 방법을 장려했으며 정신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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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본 회의에서 동티모르 대표단은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장려하였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동시에 교육 및 훈련도 지속적으로 제공 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함. 마

지막으로 간질화자 가족의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음

미국

본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간질 환자에 대한 차별 문제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저소등측의 간질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아르헨티나

본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간질 환자에 대해서 무사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WHO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함. 학교 및 사회에서의 간질환자 차별 문제 개선과 1차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간질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중국

본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간질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농촌지역의 간질환자 또한 지원 대상으로 여겨져야 하고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간질은 충분 히 예방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발언하였음

대만

본 회의에서 대만 대표단은 간질 환자에게 무산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의료접근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음

WHO 사무국

본 회의에서 WHO 사무국은 간질 관련 action plan, 더 적극적인 협력, intervention to re-

duce gap 그리고 간질 관련 monitoring & evaluation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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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의안 WHA68.20

⧠ 결의안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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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주요내용 (국문)

1. 회원국에게 : 

(1) 공중보건, 정신건강, 간질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 등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리더십과 거버

넌스의 강화와 재정적, 인적 그리고 기타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evidence-based 플랜과 

액션을 이행함

(2) 국제적 인권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소개하고 이행하며 의료, 사회 그리고 관련 서비스에서의 

불평등과 불공평 대우를 극복하기 위한 간질 관리의 국가적 의료케어를 제공함. 특히, 가난한 사람

과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간질 환자들에게 공중의료서비스 강화 및 지역의 적절한 인적자원 개

발 트레이닝 등을 통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함

(3) 간질관리 통합을 위해  UHC 개념 내에서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건강과 사회 케어를 제공

하고 간질 치료의 간격을 줄이고 비전문가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을 위한 트레이닝 등을 통해 간질

을 진단하고 지료하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1차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며 자가 가정치료 프로그

램과 간질 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보고,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을 강화함

(4) 간질 관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을 지지하며 국가적 필수의약품리스트에 포함된  필

수 항간질성 의약품의 효과적인 품질 보장과 약품의 접근성 보장 증진을 강화함

(5) 특히, 초, 중등학교에서 간질에 대한 공중 인식 개선과 교육을 강화하여 간질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오해, 편견 그리고  차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

(6) Evidence-based 연구와 의료 섹터 및 기타 비 의료 섹터에서의 간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액션을 증진함

(7) 간질에 대한 연구비 투자 증가와 역량 강화

(8) (1)~(7)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기타 파트너기관들과의 협력함

2. 의료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의 협력과지지, 및 (1)~(8)에 대한 

이행 등을 요청함

3.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1) WHO가 이끄는 간질 관련 액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보다 널리 

사용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요약함

(2)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국에게,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게, 간질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이행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기술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제71차 총회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 과정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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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정책적 함의

○ 간질 관련 연구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의 간질의 부담의 정확한 추정과 감시시스템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국가 간의 소통과 상호 작용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간질 연구 장려의 중요성은 예산 확보에 있

으며 간질을 보다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으로 판단하고 질환 진행 뇌 기능 장애의 식별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 지역별 격차 극복

  한국 내에서도 도시-농촌간의 간질 환자들이 항 경련제 치료를 받는 격차가 있다. 이와 같은 격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의 일차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이 매우 중요함. 또한 치료제애 대

한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량 강화를 장

려한다.

  



의제 14 생애주기 건강증진 

14.1 보건관련 새천년 개발목표 성과 모니터링

(Monitoring of the achievement of the health-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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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3-en.pdf

⧠ 경과

○ (2000년 UN 정기총회) 새천년 선언문을 통해 MDGs 목표 제시

○ (제63차․제64차 WHO 총회) 각 회원국의 보건관련 MDGs의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권고

⧠  논의 내용

○ (주요성과) 아동사망률, HIV/AIDS, 폐결핵, 말라리아 유행 억제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신

생아 보건 및 사산은 지속적 개선 필요

○ (모자보건) 아동․산모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부족. 신생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논의예정  

○ (청소년) 미성년 여성 출산, 청소년 보건문제 개선노력 강조

○ (감염성 질환) HIV/AIDS, 폐결핵, 말라리아, 기타 소외된 열대질환 확산 억제 및 발생률 감

소 달성

○ (기본 위생) 안전한 식수 및 기본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필요

○ (의약품) 중․저소득 국가의 공공부문 필수의약품 부족과 고비용 구매 문제 해결노력 필요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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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경과

○ (2010년 UN 총회) MDGs의 이행에 관한 WHO의 역할 강조, 보건관련 MDGs(Goal 4, 5, 

6)에 대한 이행 점검 요청

○ (제63차․제64차 WHO 총회) 각 회원국의 보건관련 MDGs 이행상황을 점검․개선 방안 

마련 권고

○ (제130차 집행이사회) 이사국의 MDGs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히 MDGs 

중 Goal 4, 5의 이행 부진 지적 및 이행 강화 촉구 결의 채택 건의

○ (제65차 WHO 총회)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관련 MDGs 달성 모니터링을 주요안

건에 포함 논의

○ (제132차 집행이사회) 2015년 이후 보건의제 수립 준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제조건

으로 접근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빈곤퇴치 가능

○ (제66차 WHO 총회) 사무총장에게 ’13년 각 지역 총회에서 논의 후 제134차 집행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 (제134차 집행이사회) MDGs 달성 관련 정부간 협상 과정(’13.9월)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 

검토

○ (제136차 집행이사회) 보건관련 MDGs(Goal 1, 4, 5, 6, 8) 성과 검토

⧠  주요 내용 요약

○ 총괄요약 

－ 최근 10년 동안, 전례 없는 아동사망률 감소가 있었으며,  HIV/AIDS, 말라리아 및 폐결

핵 유행 억제 등 보건관련 MDGs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분야별로 고르지 못한 진전사항

을 보이고 있는데, 아동 및 산모 사망률이 비슷한 속도로 감소한 것에 비해 신생아 사망

률 및 사산율 감소가 적다. 이는 신생아 관련 중재에 관심과 투자가 적었고, 보장성이 여

전히 낮기 때문이다.

－ 본 보고서는 보건관련 새천년개발목표 및 세부목표(specific target) 달성을 위한 진전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이전 총회의 결정문(WHA63.24, WHA64.13, WHA63.17, 

WHA58.31) 관련, 아동사망률, 출산 전․후 및 신생아 사망률, 선천적 결함, 산모․신생

아․아동 보건의료 서비스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등의 목표 성과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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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1.C(5) 

－ 목표: 1990년-2015년 사이 기아 인구 절반으로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45%는 영양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1990년-2013년 사이 개발

도상국 저체중 아동비율이 28%에서 17%로 감소하였고, 성장이 부진한 아동수는 37% 

감소하였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4.A(6-10)

－ 목표: 1990년-2015년 사이 5세 이하 사망률 2/3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1990년-2013년 사이 49% 

감소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산(15%), 급성호흡기감염(15%), 출산질식

(11%), 설사(9%), 말라리아 감염(7%), 신생아 감염(7%) 등이며, 5세 이하 사망의 절반정

도는 영양부족과 관련이 있다. 

－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2013년 동안 39%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는 전체 아동사망률

에 비해 느리며 5세 이하 사망에서 신생아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37%에서 

44%로 증가했다. 2014년 제67차 총회에서 신생아 사망예방을 위한 신생아보건계획 수

립 및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 홍역 예방접종, 폐렴 및 설사 예방․억제 실행계획 등을 통해 5세 이하 아동사망의 주요

원인을 통제하고 사망률 감소를 유인하고자 한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5.A(11-12)

－ 목표: 1990년-2015년 산모사망률 75% 감소

－ 임신․출산 중 합병증으로 인한 여성 사망률은 1990년-2013년 사이 45% 감소하였으

나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산모사망의 산과원인은 출혈, 임신 중 고혈압, 패혈

증 등이다. 그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임신 중 사망도 증가하고 있는데, 25%이상의 산모

사망이 당뇨, HIV, 말라리아, 심장질환, 비만 등 임신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 WHO와 파트너들은 예방 가능한 산모사망률을 없애기 위한 post-2015 목표를 논의하

고 있는데, 결과(outcome), 목표(target), 목적(objective)을 포함한다.  2030년까지 산

모 사망률 10만명당 70명 이하 및 세계 평균 산모사망률의 2배가 넘는 국가가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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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적 평균 목표를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5개 전략적 목표로, 1) 출산관

련(reproductive), 산모, 신생아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 불평등 해소, 2) 포괄적인 

출산관련 (reproductive), 산모, 신생아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보장, 3) 산모 사망의 

모든 원인 및 관련 장애 관리, 4) 여성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건의료체계 강

화, 5) 질과 형평성 향상을 위한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5.B(13-19)

－ 목표: 2015년까지 생식건강의 보편적 접근 달성

－ 산모사망률 감소 및 산모건강 향상을 위해 양질의 출산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와 효과적인 

중재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회원국에서 효과적인 중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을 이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15-49세 여성의 피임율은 1990년 52%에서 2012년 

63%으로 개선되었으나, 임신을 원하지 않지만 피임은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12%로 나

타났다. 산전관리를 1회 받는 여성은 83%였으나, 권고하고 있는 최소 4회 방문을 지키

는 여성은 62%였다.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에서 출산 시 숙련된 출산 전문가 

대동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 매년 약 1,600만 명의 미성년 여성이 출산하고 있는데, 미성년 여성의 임신․출산은 유

아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WHO는 제 

67차 총회에서 세계 청소년 보건 현안 및 지도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 WHO는 생식건강의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청소년 여성의 조기임신 

및 출산관련 부작용 예방, 인권바탕 가족계획프로그램 등의 지도안 및 주요 생식건강 주

제관련 정책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WHO는 보건 의료인을 위해 조산, 분만촉

진, 유도분만, 산모․출산전후․신생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최신의 근거중심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2014년 9월 ‘Every woman, every child: a post-2015 vision' 발간을 통해 6가지 권

고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3가지, 1) 포괄적이고 폭넓은 여성․아동․청소년 보건 국제

적 전략 개발, 2) 국제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성과기반 재정투입 기전 개발, 3) 여성․아

동 보건의 정치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향상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시

작되었고, 새로운 국제 전략은  2015년 9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6.A & 6.B(20-22)

－ 목표 6.A: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및 을 멈추고 감소 추세로 전환 목

－ 목표 6.B: 2010년까지 HIV/AIDS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접근권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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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예방 중재에 힘입어, HIV 감염자 수가 2009년 250만명에서 2013년 210만명으로 

감소했다.  

－ 2013년 말 전세계적으로 1,290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다. 그 중 

1,170만명은 중․저소득 국가의 국민으로, 이는 중․저소득 국가 HIV 감염자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중․저소득 국가 HIV 감염자에게 치료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15년까지 중․저소득 국가 HIV 감염자 1500만명에

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넘어설 것이다. 

－ 신규 감염자 감소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HIV 사망수는 2005년

-2013년 23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감소했다. 사망수 감소로 인해 HIV 감염 생존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6.C(23-25)

－ 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확산 방지 및 감소 추세로 전환

－ 말라리아 관련 목표는 세계적으로 달성하였으며, 2000년-2013년 사이 말라리아 발생률

은 30%, 사망률은 47% 감소했다. 말라리아 관련 현안으로는 살충처리 모기장 부족, 살

충제 저항성, 임신부 및 5세 이하 아동에게 예방치료제 공급 확대 등이 있다. 

－ 폐결핵 역시 세계적으로 발생자 수,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 등이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

했다. WHO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는 폐결핵 관련 3개 목표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감소)를 달성 중이거나 이미 달성하였고,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수치가 감소하고 있으

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 여러 소외된 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 관련 목표 역시 공공 보건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아프리카 수면병(African trypanosomiasis), 메디나충증(Dracunculiasis), 

한센병(Leprosy), 리슈만편모충증(Visceral leishmaniasis), 림프관사상충증(Lymphatic 

filariasis), 뎅기열(Dengue) 등을 포함하고 있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7.C(26)

－ 목표: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 절반으로 감소 

－ 안전한 식수공급이 증가되었으나, 지역별로 도시․지방 및 빈․부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WHO의 6개 권역 4개에서는 안전한 식수 보장률이 최소 90%에 달하지만, 아프리

카와 동지중해 권역은 2015년까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기본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199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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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인 25조명에게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진전 속도로는 목표 달성에 부

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UN 사무총장이 목표 7.C를 달성하기 위해 2배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주문했다. 

○  MDGs 성과 모니터링: MDGs Target 8.E(27)

－ 목표: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의약품 공급  

－ 공공보건 영역에서 의약품이 부족하여 상당수 인구가 민간부문의 고가 의약품 사용에 노

출되어 있다.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21개 중․저소득 국가 대상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공공부문에서 사용 가능한 필수의약품은 55% 수준이다. 저소득국가 환자의 의약품 

조달비용은 국제참조가격 수준과 비교하여 약 2배이며, 중․저소득 국가 환자는 3배를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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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보건 관련 MDG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지역은 지속적 노력 필요

○  MDGs를 달성하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 등은 전문인력, 의료기관의 부족을 호소하면 WHO

의 지원확대 요청

－  이에 대해 사무국은 MDGs를 조속히 달성한 나라의 성공사례를 소개 및 분석한 보고서

를 내년 중 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함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그간 MDGs 성과를 2015년 UN이 개발하여 발표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지표에 연계하

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보건 관련 새천년

개발목표의 대부분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의 중요성

과 WH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이와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

한 지지발언 필요하다.



의제 14 생애주기 건강증진   

14.2 Post-2015 개발 의제 중 보건 분야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한국의 발언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54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14-en.pdf

⧠ 논의 경과

○ 보건총회 결의안 WHA67.14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다. 

○ 이와 함께 건강이 post-2015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post-2015 개발 의제에 있어서 건강의 역할은, 

－ MDGs의 달성에의 기여, 

－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질병 발생률, 사망률과 장애 및 상해의 감소, 정신건강의 향상, 

－ 보편적 보장의 실현, 

－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경제요인을 다루기 위한 다방면적인 조치(multi-sectoral 

action)의 필요성 강조하는 것이다. 

○ 결의안 WHA67.14에서 보건총회는 사무총장에게 post-2015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참

여를 요청하였고, 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며,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건강의 위치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 주요 내용

○ Post-2015 개발 의제의 목표와 담고 있는 내용, 그간의 논의 경과

○ Open Working Group이 제안한 17개 SDGs와 이와 관련된 169가지의 목표(target), 그

리고 이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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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Post-2015 개발 의제를 향하여

○ 유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Open Working Group, 이하 OWG)은 2014년 8월

에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이와 

관련된 169가지 목표(target)를 발표하였다. 

－ SDGs는 ‘경제개발’, ‘환경 보호’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지지된다. 

－ 그리고 SDGs는 ‘빈곤퇴치’를 가장 큰 도전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 2014년 9월 있었던 유엔총회에서는 제69차 유엔총회의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OWG의 

제안이 post-2015 개발의제에 있어서 SDGs를 통합시키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의

하였다(68/309). 

○ OWG의 제안에 따르면 건강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이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의 증

진”이라는 중요한 목표로 17개 SDGs 중에 하나이다. 

－ 이는 9가지를 목표(target)로 삼고 있는데, 3가지는 MDGs, 3가지는 비감염성 질환과 상

해, 나머지 3가지는 보편적 보장(UHC), 성(sexual)과 출산(reproductive) 의료서비스, 

공기, 물, 토양 오염 위험의 감소 등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 건강은 다른 16개의 SDGs와도 연관되어 있다. 

－ 이러한 이유에서 ‘건강’ 통계는 다른 목표들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

기도 한다. 

○ 2014년 총회에 제출된 종합보고서에는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post-2015

의 개발 의제가 담겨 있다. 

－ 이 정상회담에서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15년 프로

그램에 대한 세계 지도자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 종합보고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6가지 필수 영역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① 빈곤을 종식하고 불평등에 대응한다.

②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③ 튼튼하고 포괄적인, 변형적인 경제 성장을 꾀한다. 

④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와 강한 기관을 만든다. 

⑤ 모든 사회와 어린이를 위하여 생태계를 보호한다. 

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연대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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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post-2015 개발 의제를 위한 향후 협상 과정을 설명하

였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과 2월에는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post-2015 개발 의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합의

하고, OWG가 제안한 17개의 SDGs와 관련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goal, targets, 실행과 모니터링 방법을 포함한 선언문에 초점을 둔 

논의가 진행되었다. 

－ 3월 23일-27일에 이루어진 세 번째 세션에서는 SDGs와 target의 지표를 다루었다. 

－ 이후 계획된 4월 20일-24일, 5월 18일-22일, 6월 22일-25일, 7월 20일-24일, 7월 27

일-31일 간의 논의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 가장 주요한 이슈는 SDGs의 달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3일-16일에 개최 예정인 제3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한편,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에서는 SDGs 달성 과

정을 모니터링할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 169가지 목표(target)를 포함한 17개 SDGs에 대한 지표 개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 국가

들이 제출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지표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 유엔의 통계부는 100-120개의 핵심지표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다.

○ 지표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는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건강 영역에서 비감염성질환과 상해, 보편적 보장,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 환경적 요인 등

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은 지표의 선택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지표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통계위원회에 의한 주요 지표의 선정은 2015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6년 3

월까지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OWG에 의해 제안된 SDGs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Goal 2. 기아종식, 식품안전 달성, 영양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장려

Goal 3. 모든 연령대에 모두를 위한 복지의 증진과 건강한 삶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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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4. 공평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장과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

Goal 5. 양성 평등 달성과 여성 및 소녀에게의 권한 부여

Goal 6. 물과 위생의 지속적인 관리와 가용성에 대한 보장

Goal 7. 감당할 수 있고, 믿을만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 보장

Goal 8.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

질의 일자리 촉진

Goal 9. 탄력적인 기반 구축,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의 촉진

Goal 10. 국내외의 불평등 감소

Goal 11. 도시와 거주지의 포괄성, 안전, 탄력과 지속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Goal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긴급 대처

Goal 14. 해양의 지속적인 사용과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다와 해양자원

Goal 15. 육상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호, 복원 및 장려, 지속적인 산림 관리, 사막화와의 전쟁,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

Goal 1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적, 포괄적 사회의 장려, 정의에 대한 접근권 제공과 

효과적 구축

Goal 17.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활성화와 이행 수단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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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Mr. Chairman.

Republic of Korea thanks the Secretariat for this report. 

   

We note that health is positioned as one of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t is 

also a contributor to, as well as a beneficiary of 16 other SDGs. 

 We also note that the 9 targets that have been proposed by the Open Working Group are 

comprehensive to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We cannot 

afford, however, to lose any of these targets this Health Assembly has identified as essential 

for the attainment of health for all, in particular Universal Health Coverage. 

 It is imperative that we start with the end in mind. If we cannot make sure we have the bal-

anced set of measurable, affordable indicators that can clearly show the way forward and in-

dicate what can be done to make things better, we are getting off on the wrong foot. In this 

regard, our delegation urges the Secretariat and Member States to collaborate to make sure 

that the Post-2015 health-related development agenda will be equipped with the right tools 

with which WHO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making a difference for people’s health.  

 Mr. Chairman, distinguished delegates, in this intergovernmental proc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voice is heard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ensure the central position of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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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Health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보고서(A68/14)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각 회원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사무국의 답변이 이루어진 후, 위원회는 보고서를 note하

고 논의를 종결한다. 

⧠ Post-2015

○ Post-2012는 기존의 MDGs에 비해서 비교적 폭넓은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

ment Goals)들을 추구하고 있다.

○ 여기에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건강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 문제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도 한다.

⧠ MDGs와 SDGs

○ 17개의 SDGs 중에서 9개 목표(target)는 기존의 MDGs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 동시에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NCD(Non-Communicable Diseases), 

정신 건강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 즉, SDGs는 MDGs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SDGs를 실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WHO 사무국은 회원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각 회원국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 NGO, 민간영역, 시민사회도 SDGs 달성에 있어서 주요한 참여 주체로 볼 수 있다. 

⧠ 건강 지표

○ 건강지표는 다른 SDGs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퇴치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된다.

○ 이는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multi-sectoral하고 cross-cutting 

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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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적합한 평가 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의료정보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세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최종적으로 Post-2015의 목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된다.

2. 주요국 발언

스위스

MDGs에서의 경험(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SDGs의 실행에서 참고해야 한다. 분절된 

정보, 필수 데이터의 부재는 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불충분한 데이터는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국제적 단위에서 결과를 얻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UHC는 질 높고 우선적인 새로운 틀

이다. 이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 등 건강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스위스는 유엔통계국과 WHO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적

절한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또 WHO는 SDGs의 실행에 관해서 

회원국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라트비아

SDGs의 9개 목표(target)은 기존 MDGs를 완성함과 동시에 UHC, NCD, 정신 건강과 같은 새

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UHC에서 강조되듯이 같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회복 가능한 시스템,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와 통제 등이 중요하다. 

Multi-sectoral하고 cross-cutting 한 건강은 빈곤퇴치에 있어서 핵심이다.  

피지

태평양지역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NCD 문제를 Post-2015에 포함된 것에 고맙게 생각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Post-2015은 건강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life itself)에 대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건강은 multi-sectoral하고 cross-cutting한 영역이다.   

호주

MDGs를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NCD, 

UHC를 통해서, 경제 성장, 양성 평등, 가버넌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과 함께 국제 보건을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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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란드

SDGs는 공중보건 등의 MDGs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고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니터링

하고,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WHO와 여러 기구들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라크

Post-2015는 역학적, 인구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다. Post-2015의 평가와 모니터링에 있어서 협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트너십의 개발도 요구된다. 그밖에 어린이 건강, 산전 건강, 

국제보건규약, 양성평등 문제, 의료보장, 보건 개발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아이슬란드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CD, injury, 

UHC,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란

SDGs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중요한다. 너무 많은 지표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

다. 이는 보고(reporting)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필

수데이터의 보고(reporting)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multi-sectoral한 파트너십과 협력이 필요하고, 자원의 마련,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강화와 같은 cross-cutting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된다.

캐나다

지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모니터링도 쉽고, 진행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 Post-2015는 가치가 있다.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하고 측정 가능

한 목표를 post-2015에서 추구했으면 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의적절하고 합

리적인, 세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레바논

건강은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적합한 평가 틀과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상당수의 지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UHC, NCD와 관련된 지표의 중요성에 대

해서 망각하지 않아야 하며, 신규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표와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

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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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국가 간에 자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표를 줄이는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집트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건강은 단독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들

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감염병이든 비감염병이든 예방, 증진, 치료가 모두 함께 이루

어져야 하며, 건강에 있어서 multi-sectoral, multi-stakeholder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현재의 국제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경험과 교훈을 살펴봐야 한다. SDGs의 실행에 있

어서 각 국가의 특성(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시스템의 강화 등에 있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

대하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영국

(EU 국가들과 뜻을 같이하며, 여기에 두 가지만 더하자면) 지표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AMR(antimicrobial resistance)이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WHO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원국이 관심을 높여야 한다. 

나미비아

SDGs에 기후변화 등의 cross-cutting issue가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SDGs의 성공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civil society, NGO, private sector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파나마

여성에 대한 차별, 국내외적인 빈곤의 격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NCD는 중저개발국가에서 

주요한 이슈이다.

기타 내용 

WHO의 활동지지 및 감사(몰타, 타이, 케냐, 타이완)와 함께 통계정보 수집의 노력(토고), in-

ter-sectoral activity(브라질, 콜롬비아), 형평성(파푸아뉴기니, 멕시코), UHC(에콰도르)의 중요성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논의된다. 이어 비정부주체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나, 각 비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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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각 조직의 특수성이나 설립 목적에 부합된 요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Dental Federation

은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mental health federation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간호협회는 UHC가 

필수적임을, 암관리협회는 NCD의 중요성과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제 14 생애주기 건강증진

14.3 청소년 보건
(Adolescent Health)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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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5-en.pdf

⧠ 경과

○  (제67차 총회) 청소년 보건문제 개선을 위한 의제 내용의 채택 이후, 2011년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자폐증 관리를 위한 포괄적․조직적 노력 강조(WHA67.8), 여성, 소녀, 아동 

폭력에 대한 보건 시스템 역할 강화 (WHA67.15) 결정문 채택  

○ (제136차 집행이사회) 청소년 보건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지 및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수정.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은 개정된 ‘여성, 어린이, 청소년 건강을 위한 국제적 전

략’에 맞추어 진행됨  

⧠ 논의 내용

○ (논의배경) 청소년기의 건강행태는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소속집단, 

국가차원의 보건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건강문제는 중요함 

○  (주요문제) 2012년, 10-19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교통사고, HIV/AIDS, 자해, 하기도 감

염, 폭력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청소년 사망원인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가짐

○ (후속조치) 청소년 건강 강화조치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제안. 기본 운영방안으로 

“HELPS” 가이드 제시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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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제42차 총회) 청소년 보건문제와 관련된 논의 수행, 청소년 보건문제 개선논의를 위한 결

정문(WHA42.41) 채택

○  (제64차 총회) 1989년 의제 채택 이후 점진적 개선 논의를 위한 결정문 (WHA64.28) 채택

○  (제67차 총회) 청소년 보건문제 개선을 위한 의제 내용의 채택 이후, 2011년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자폐증 관리를 위한 포괄적․조직적 노력 강조(WHA67.8), 여성, 소녀, 아동 

폭력에 대한 보건 시스템 역할 강화 (WHA67.15) 결정문 채택  

○ (제136차 집행이사회) 청소년 보건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지 및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수정.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은 개정된 ‘여성, 어린이, 청소년 건강을 위한 국제적 전

략’에 맞추어 진행됨  

⧠  주요내용 요약

○  종합논의(1-8)

－ 청소년기 건강행태는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가족, 소속집단, 국가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건강문제가 중요하다. 저소득 국가에서 청소년 

인구는 성공적인 어린이 생존 중재와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약 20% 이

상을 구성하고 있다.

－ 2012년, 10-19세 연령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교통사고, HIV/AIDS, 자해, 하기도 감염, 

폭력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청소년  HIV/AIDS 감염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인데, 이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

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모든 인구집단에서는 HIV 관련 사망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 지역별로 청소년의 사망원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주 지역의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폭력에 의한 남성 청소년 사망이 3명중 1명에 이른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청

소년 5명 중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동지중해 지역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5명

중 1명의 남성 청소년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사망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 청소

년 6명 중 1명은 자살로 사망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청소년 6명 중 1명이 HIV에 의해 사

망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출산 관련 사망이 많으며, 세계 15-19세 여성 청소년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출산 관련 사망은 동지중해 지역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미주 지역의 경우 4대 사망원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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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청소년 건강 관련 결정문(WHA42.41)을 채택하고 2011년 청소년과 건강위해

요인 결정문(WHA64.28)을 채택했다. 2014년 총회에서 2011년보다 강화된 내용을 다

루며, 자폐증 관리를 위한 포괄적․조직적 노력 강조 (WHA67.8), 여성, 소녀, 아동 폭력

에 대한 보건 시스템 역할 강화 (WHA67.15) 결정문을 채택했다.  

－ 청소년 보건 관련 요인으로서 음주, 정신활성물질 사용, 흡연, HIV/AIDS, 정신건강, 영

양문제 폭력과 생식보건 문제를 제시했다. 

－ 2014년 WHO 사무국은 세계 청소년 건강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 

건강상태, 청소년 건강 결정요인의 최신 지식, 청소년 건강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WHO 차원에서의 청소년 건강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 생애주기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Post-2015 의제 관련 논의에서 청소년 건강과 성장 (development)에 대한 

충분한 관심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제개발 관련 기구(UNESCO, 

World Bank, UNICEF, UNEPA)에서 청소년과 관련 업무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청소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청소년 건강 관련 위원회가 최근 발족되었으며, 

WHO 지역사무소(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태평양 등)도 청소년 건강 관련 지역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 WHO 보고서, 회원국의 요구 등에 응하기 위해, 사무국은 국가별 

청소년 건강관련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한다.

○ 청소년 건강 강화조치(9-15)

－ 사무국은 청소년 건강 강화조치를 위해 프레임워크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 프레임워크의 기본 운영방향으로 “HELPS”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

－ Health service, 모든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방, 치료 

등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 Eating, 적정 영양균형을 위한 식이습관 개선. 저영양, 비만, 빈혈 예방 

－ Living,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지받는 환경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 증진 및 담배, 술, 기타 정신활성 물질 사용 방지

－ Safe sexual debut, 준비되고 원할 때 성생활 시작

－ 프레임워크는 청소년 주요 건강문제 결정요인, 건강관련 행동, 긍정적 성장(positive 

development) 등을 중심으로 다루며, 청소년의 다양성과 취약 청소년 및 환경에도 초

점을 맞출 것이다. 개정된 ‘여성, 어린이, 청소년 건강을 위한 국제적 전략’에 맞추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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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건강 관련 세계적․지역적 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며, 또한 청소년

의 건강결정요인 및 질병에 대한 보건 분야의 역할과 그 외 분야 참여의 중요성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사무국은 프레임워크 개발의 3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국가

별 협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회원국가와 협력파트너들과의 지역별, 

웹기반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논의한다. 셋째, 초기 설계 단계에서 회원

국가 사이에서의 시범사업과 수정 단계를 거쳐 2016년 제69차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총회가 취해야 할 조치 

－ 총회는 본 보고서 검토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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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대부분 회원국은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동의였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  “HELPS” 가이드라인과 UN의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 

Health)”의 틀 안에서 제시한 action plan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에 동

의하였다.

－  청소년의 건강이 인구집단 전체의 미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적절한 정책이 수반되어 오지 못했다는 반성과 이의 

개선을 위한 WHO 차원의 조치 요구하였다.

－ 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문제와 필요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통

합적 접근(multi-sectoral and holistic apprach)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여성 청소년의 이른 성생활과 임신, HIV/AIDS, 위험한 낙태, 조

혼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교육, 의료 접근 등

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다

수의 발언이 있었다.

2. 주요국 발언

영국

그 동안 청소년 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청소년 기 건강행태는 이

후 전 생애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청소년 건강에 더 많은 

개입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 개발 지지하며, 특히 전 세계 

공통 건강결정요인인 성과 출산 관련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청소년의 지역별 건강 격차 문제는 미래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과 경제,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성과 임신, 출산 및 정신 건강 분야에 많은 관심 필요하

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WHO와 국제사회가 청소년 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나 중복되고 

분절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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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기의 건강행태는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염성질환

(NCD)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본 보고서가 제시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하

였다.

캐나다

청소년과 여성의 건강의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하고 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의료보장 하

에 각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시한 프

레임워크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성별에 민감함(gender sensitive)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미국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종교적 차이에 대한 배려 등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특히 청소년(특

히 여성)에 대한 폭력, 교통사고 및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HIV/AIDS 확산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청소년기의 건강이 인구집단 전체의 미래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 건강에 관한 정책이 교육정책과 더 접하게 연계되어 있

어 그 역할이 담당부처 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청소년 건강

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현재 WHO

가 제시하고 있는 HELPS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보건 관련 WHO 의제 대

응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Action Plan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시범사업 실시를 지지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필요를 반영한 지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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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6-en.pdf

⧠ 경과

○  (1995년, 북경선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통한 북경선언에서는 여성과 건강을 세

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

○  (2010년, UN 국제전략 제안) UN 사무총장의 아동 및 여성건강 세계 전략 발표와 함께 진

전 가속화

⧠ 논의 내용

○ (성과고찰) 북경선언 이후 남녀 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여전

히 유효한 정책의제

○  (우선사항) 청소년기의 임신․출산, 비전염성질환(COPD, 암 등) 관리, 기타 위해요소, 자

살, 노인여성 의료접근성 확보 해결 요구  

○ (제도대응) 여성건강의 구조적 결정요인,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모

니터링․책무성 등 대응 필요

○  (향후계획) MDGs 이후, 여성․아동․청소년 건강 및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이

행 필요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총회는 본 보고서를 검토 및 여성건강 관련 현안과 부상하는 우선사항에서 WHO 리더십에 

대한 추가 가이드 제시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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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1995년, 북경선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통한 북경선언에서는 여성과 건강을 세

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 본 선언문에서는 여성의 건강향상과 관련한 대응과제 및 우선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의제

를 채택

－ 이후 각국 정부에서 북경선언에서 마련된 의제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

○  (2010년, UN 국제전략 제안) UN 사무총장의 아동 및 여성건강 세계 전략 발표와 함께 진

전 가속화

⧠ 주요내용 요약 

○ 개요(1-6)

－ 본 보고서는 제 136차 집행이사회의 의견을 받아 추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 결과인 북경선언에서 여성과 건강을 세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본 보고서는 북경선언 행동강령 검토 맥

락에서 여성 건강 증진의 현안 및 부상하는 우선사항과, post-2015 SDG 및 여성․아

동․청소년 건강 세계전략 개정안의 정교화 등을 다루고 있다. 

－ 각 정부는 북경선언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MDG 목표인 산

모․유아 사망 감소에 진전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1990-2013년 사이 산모 사망률이 대

략 절반으로 감소했고, 2010년 UN 사무총장의 여성․아동 건강 세계 전략 착수로 세계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임신으로 인한 여성 사망은 1990년-2013년 사이 100,000 

정상출산 당 380에서 210 산모 사망으로 감소했다. 

－ 1990-2013년 사이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64에서 71세로)했다. 여성은 남성 대

비, 해로운 음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절반이며, 담배 및 관련 제품 경험이 적다. 또한 

여성은 교통사고, 자살,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  

－ 가족계획, 자궁경부암 검진, 산전 관리, 보건의료시설에서의 출산 등, 특히 성․생식건강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의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사용이 몇 국가에서 증가

하고 있다. 2012년, 숙련된 보건의료인력 출산 시 대동은 69%로, 1990년(67%)과 2000

년(58%) 대비 명확한 증가를 보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산전관리 서비스 접근은 1990년 

37%에서 2012년 52%로 증가했다. 1990-2015년 사이, 현대적 피임방법 이용률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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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8%로 증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청소년 여성의 출산이 감소했다. 남아시아에서

는, 청소년 결혼이 감소하여 이러한 경향을 나타냈다. 여성 건강의 2가지 결정요인인 소

녀의 학교 등록율과 여성의 정치적 참여 증가 역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났다.

○  완료되지 못한 실천과제(7-15)

－ 건강의 성별차이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의제이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으나, 빈곤국가 여

성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의 최빈곤 계층 여성 건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 아프리카 권역(평균 60세)과 동남아시아․동지중해 권역(평균 70세)의 여성 기대수명은 

나머지 WHO 권역(78-80세)에 비해 뒤처져 있다. 2012년,  감염성, 산모, 출산 전․후, 

영양상태,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8%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

해 영양결핍,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여성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아프리카, 유럽,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망을 차지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악생신생물로 인한 사망의 절반 이상은 여성에 해

당한다.   

－ 여성과 건강 관련 북경선언 행동강령의 주요 분야(영양, 성․생식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IV 및 기타 성적 접촉 감염, 여성 폭력 등) 에서 분야․국가별

로 더디고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였다. 고르지 못한 진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양질의 

자료 이용가능성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산모사망 원인이 정책․사업 고지 목적으로 잘 

기록되는 비율이 낮고, 가능한 자료는 비전염성질환 영향 등의 임신․출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산모사망의 간접적 원인의 기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북경선언 행동강령의 주

요 분야 외에 가임기 여성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 요구 확대가 필연적 결과로, 더 많

은 일이 필요하다.  

－ 나쁜 성․생식 건강결과(po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utcomes)는 세계 

15-49세 여성 질병부담의 1/3을 차지하며, 위험한 성관계는 중․저소득 국가 여성 사

망․장애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2.22억 명의 여성이 현대적 피

임법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 산모사망률은 1990-2013년 기간 절반수준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MDG 5 목표인 

75% 감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모사망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2013년 

임신 합병증․출산 중 사망은 289,000명, 2008년 위험한 낙태로 인한 사망은 2,200만

명(당해 총 인공유산의 절반)에 이른다.

－ 2013년, 15-24세 HIV 신규감염자의 60%정도가 여성이었다. 폐결핵은 HIV와 연관되

어, 저소득국가 20-59세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 HPV 등 성적 접촉 감염은 여성과 청소년 여성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계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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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암의 약 70%는 2개 종류의 HPV가 원인이다. 임신 중 치료되지 않은 매독은 

212,200 건의 사산․태아사망, 92,000 명의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다.

－ 15-49세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건강에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25억 명 이상의 여성이 할례 대상이며, 개발도상국가(중국 제외) 여성의 3명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이는 소녀, 여성 및 아이에게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한다. 

  
○  여성과 건강의 부상하는 우선사항(16-25)

－ 청소년기 여성의 비율 및 임신율이 높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임신․출산 중 합병증은 

15-19세 소녀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청소년 임신은 출산 전․후 사망률이 높고, 저체중 

출산율이 높아서 유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2012년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30-70세 여성 조기사망의 대부분(82%, 4,700만명)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국가들의 15-59세 여성 사망률은 고소득국가에 

비해 높았다.  

－ 여성은 비전염성질환의 여러 위험요인에 달리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러 요인(소득, 이동성 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가족 위계질서 및 역

할 등)에 의해 신체활동량이 적다. 유럽 및 미주 권역에서 여성의 50% 이상이 과체중이다. 

－ 세계적으로 흡연은 여성의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9%를 차지하고, 

－ 흡연으로 인한 여성 건강의 악영향 위험은 빈곤할수록 증가한다. 임신 중 흡연은 자궁 외 

임신, 조산, 태반 문제,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 임신 중을 포함하여, 여성의 해로운 음주, 불법 약물, 기타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증가하

고 있다. 2012년 여성 사망의 4%가 음주로 비롯되었다. 

－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노인 여성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 흔히 원인이다. 

대기오염 및 실내 대기오염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세계 여성 사망을 초래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난방․요리시 고체연료 연소로 인한 실내 대기오염 노출이 여성 만

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 대부분의 WHO 권역에서 교통사고는 청소년기․가임기 여성의 5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 여성 암은 특히 중․저소득국가에서 높은 사망률․이환율을 초래한다. 조기 발견․검진 

접근성의 주요 불평등은 임상결과 및 치료 후 생존의 큰 변이로 이어진다. 중․저소득국

가에서 암으로 인한 여성사망의 주요 원인인 유방암은 완화의료가 유일한 대안인 진행암

(advanced stage) 시기에서 진단되며, 3대 원인인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의 여성이 검

진․전암성 병변 치료 접근의 제한이 있어 말기에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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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자살은 20-59세 여성의 2대 사망원인이다.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우울 및 

불안에 더 민감하다. 또한 정신장애 유형에서도 성별 역할 차이․책임, 생물학적․사회

적 차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국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

신보건 서비스 이용 수준이 낮다. 

－ 노인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무상 가사, 아이․노인 돌봄 

등)로 노인 여성은 가난의 위험 등가,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 제한, 학대 위험, 

나쁜 건강상태, 연금 접근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치매 등 필요한 치료 접근이 

어려운 심각한 질환의 위험 역시 여성에서 높다. 

 
○ 보건의료체계 대응(26-32)

－ 북경선언 행동강령 목적 실현의 장애요인은 성별 반응성(성별 세분화된 자료 및 분석의 

부재 등) 부재, 보건의료 서비스에 고려하지 않은 특정 요구 및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등

이다. 이러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서 아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  (여성 건강의 구조적 결정요인)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계

층에 의한 불평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건강 위험 노출, 나쁜 건강(ill health) 경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및 건강 결과 등을 형성한다. 자원 배분(소득, 교육, 경제적․사회

적․정치적 참여)의 성불평등은 건강상태 저하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   

－ (접근성의 불평등)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여전히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에

서 불평등 문제를 가진다. 보건의료 시스템 보장성이 낮고, 농촌 및 도시 빈민가, 원주민, 

장애, 기타 취약계층 여성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낮은(poor)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은 예방․치료․관리 접근성의 성별 관련 장벽으로 악화된다. 그 예로, 심혈관질

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이 유사하나, 노인 여성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 (양질의 보건의료) 의학기술 발전, 보건의료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성건강을 위한 서비스

의 질은 여전히 취약하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련 최근 WHO 연구에서 산모사망률 감

소를 위해서는 응급치료 및 산모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모니터링․책무성) 여성의 건강․인권 증진 및 보호는 모니터링 및 책무성 보장에 기초

한다. 책무성은 이해관계자의 명료한 행동 책임, 독립적 검증, 공정․투명․참여적인 검

토 및 향후 행도 관련 투명한 권고안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책무성은 여성․아동․청

소년 건강 세계 전략 개정안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이다. 

－ MDGs 목표일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세계 전략을 따라 여성․아동․청소년 건강 및 발

전 진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이 부상하고 있다. 이 전략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 종말과 건



의제 14 생애주기 건강증진 (14.4 여성과 건강: 북경선언 행동강령 이후 20년) 177

강․웰빙 증진을 위한 행동을 정교화 할 것이다. 그리고 성․생식건강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투자와, 인권을 강조하며, 보건증진 분야(교육, 영양, 식수, 위생 등)의 공유 목표를 

설정한다. 저소득국가의 여성․아동․청소년이 고소득 국가에 비해 예방 가능한 원인으

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지 않도록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간 통합을 목표로 하며, 여성(아

동․청소년 포함)의 건강을 폭넓은 의제로 간주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국가 내 불평

등과 취약상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총회가 취해야 할 조치 

－ 총회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여성과 아동 건강을 위한 전략” 내 여성건강 관련 현안과 

부상하는 우선사항에서 WHO 리더십에 대한 추가 가이드 제시를 권고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여성의 건강은 1995년 베이징 선언과 이후 UN의 “Every Women, Every Child” 정책으로

부터 나온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 등을 통해 지난 20년간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 등으로 사망률이 상대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조혼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건강(모성건강) 문

제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 또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편적 의료보장 실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 이와 관련하여 post-2015 개발목표에 여성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진표가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다수 있었다.

2. 주요국 발언

방글라데시

지난 20년간 모성사망률 개선 및 기대수명 증가 등 여성 건강결과의 향상이 있었지만, 사회적으

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post-2015 개발

목표에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표가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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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성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높아 이의 근절이 필요하며, 조혼 문화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멕시코

여성의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며, 자료 분석을 통한 근거를 생산이 필요하며, 이와 함

께 비만 증가 등 여성과 아동의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 필요하다고 발언하였고, 특히 우울증 

등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

스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최근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조기사망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파키스탄 역시 post-2015 개발목표에 여성의 건강 

증진이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남아공

베이징 선언 이후 여성건강 증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는 곳이 적지 않으며, 이는 보편적 의료보장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모성 건강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비전염성 

질환 증가로 인한 조사망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니제르

니제르는 베이징 선언 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WHO가 인정한 MDGs를 달성한 6개 국가 

중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여성 조혼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성사망과 관

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

장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가나

여성에 대한 교육이 건강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여성의 이른 임신 및 

출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나 정부는 일차의료의 접근성 향상이 여성을 포

함한 전체 인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WHO의 여성 건강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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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역량강화(empowerment)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

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여성의 

건강에 중점을 맞춘 일차의료의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영국

모성건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이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다.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  한국 내 여성 건강에 관한 통계자료 및 연구 불충분

기대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알려졌으나, 여성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수

준에 대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 부족하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

충족 의료가 크고,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직업적 특성, 시간, 비용 등)에 의한 영향일 수 있으므로 추

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국적 특성(외모지상주의, 고령산모,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건강 

여건 등)을 반영한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수집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건강 이슈 중 WHO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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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사회․경제 개발 기여: 보건 및 보건형평성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다분야 조치

(Contributing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action across 

sectors to improve health and health equity)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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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17-en.pdf

⧠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의 목적

○ 건강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회원국의 다분야 액션에 수행 지침 제공

⧠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 초안

○ 핵심 가치와 원칙

－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와 원칙으로

는 건강권, 건강 형평성, 건강 보호,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속성, 협력, 보건 분야 이해의 

보호를 들 수 있다.

○ 액션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요소

－ ① 다분야 액션의 필요와 우선순위 수립, ② 지지적 구조와 프로세스 식별, ③ 계획된 액션

의 틀 확립, ④ 평가와 참여 촉진, ⑤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메커니즘 수립, ⑥ 역량 개발

○ 다분야 액션의 실행

－ 다분야 활동 국가 전략, 법률, 새로운 정부 조직, 분야 간 액션 개선을 위한 양해 각서 등

이 다분야 액션의 실행 도구

⧠ 역할과 책임

○ 보건 당국, 보건 분야, 기타 정부 분야, WHO, 타 UN 기관 및 기타 정부간기구, 비정부주체

⧠ 이해상충 관리

○ 비정부주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한 주의(due diligence)와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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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결의안 WHA67.12

○ 결의안 WHA67.12는 사무총장에게 건강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

기 위한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ountry Action) 초안을 68차 총회에 제

출하도록 요청했다. 

－ 그 목적은 지식과 근거에 기반한 건강 결정요인들과 만성질환 위험요인들에 대한 다분야 

액션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보호, 건강 형평성, 보건시스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 사무국은 총 3차례의 웹 기반 자문회의를 거쳐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 초안을 개발했으며 

68차 총회의 승인을 위해 이를 제출한다.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 초안

⧠ 개요

○ 목적

－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건강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회원국의 다분야 액션

에 수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여기에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 시 보건 분야가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타 분

야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 다분야 액션의 정의

－ 2개 이상의 정부 혹은 기관들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하는 일로 부처 혹

은 기관 간, 혹은 부처 내 다른 수준 간 협력하는 액션을 포함한다. 

－ 전통적으로 보건 분야는 이러한 액션을 “Health in All Policies”나 “whole of 

government” 접근법을 통해 촉진해 왔다.

○ 다분야 보건 액션이 필요한 이유

－ 다분야에 걸친 보건 액션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 성과에 핵심적인 많은 요인들이 보건 분

야의 범위와 통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 이러한 요인들에는 질병의 원인․분포․위험 요소,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액세스, 건강의 

사회․경제․문화적 결정요인들이 있다.

－ 건강 보호를 확보하고 보건시스템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분야 액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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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분야 보건 액션의 형태

－ 보건 당국의 다분야 사업 추진

－ 정부 수장의 지휘 하 부처 간 협력

－ 부처 간, 혹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조직

－ 보건 외 부처의 주도로 진행되는 보건 관련 사업

－ 지방정부 추진 사업 등

⧠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

○ 핵심 가치와 원칙

－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국가 액션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와 원칙으로

는 건강권, 건강 형평성, 건강 보호,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속성, 협력, 보건 분야 이해의 

보호를 들 수 있다.

○ 액션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요소

－ 1. 다분야 액션의 필요와 우선순위 수립: 다분야 액션이 필요함을 부각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확보하고; 다분야 액션의 필요성을 부각해야 

하며; 정치적 환경과 공동의 이익, 기존 분야 간 협력 구조 및 프레임워크를 파악하며; 보

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2. 지지적 구조와 프로세스 식별: 지지적 구조와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

처, WHO, UN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주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보건부의 역량을 강화

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서 다분야 액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식별해

야 하며; 분야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분권

화된 정부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기존의 지역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도 있고 

법적 틀을 활용할 수도 있다.

－ 3. 계획된 액션의 틀 확립: 계획된 액션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슈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식별․검토하고; 관련된 분야들의 기존 액션 플랜, 정책 문서 및 권한 관

계를 식별하며; 액션의 목적, 목표, 지표, 대상 인구, 기관 및 개인의 역할 및 책임 구분, 

일정, 자원 및 비상 계획 등을 설정하고; 적절한 인적, 재정 자원을 확보하며; 이해상충을 

식별, 예방, 해결할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4. 평가와 참여 촉진: 보건 니드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 형성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충족되

지 못한 니드를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서 정부 및 비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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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 영향 평

가, 건강 형평성 분석, 정책 감사, 예산 검토 등의 적절한 도구를 통해 정책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여적 정책형성 과정을 창출하며; 의사결정이나 정책 집행에 관

여하는 개인들을 식별하며; 특히 비정부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 5.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메커니즘 수립

－ 6. 역량 개발: 다분야 액션을 위해서는 전문성, 정책적 결단, 재정,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림 1. Key components of implementing health action across sectors

○ 다분야 액션의 실행

－ 다분야 액션의 실행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근거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 다분야 활동 국가 전략, 법률, 새로운 정부 조직, 분야 간 액션 개선을 위한 양해 각서 등

이 다분야 액션의 실행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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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과 책임

○ 주도적 역할

－ 다분야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부처 혹은 기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권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 주도하든, 기획 단계에서 각 기관의 역할, 책임, 책임 

소재 등이 분명해야 한다.

○ 보건 분야

－ 보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부 전체가 지지만 국민의 건강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다분야 협력을 주도할 권한과 정당성, 전문성은 보건 당국이 갖고 있다.

○ 기타 정부 분야

－ 사회 보장, 식품 안전, 교육, 교통, 환경, 금융, 무역, 세제, 법무 등을 관할하는 부처는 보

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WHO

－ WHO는 근거에 기반한 다분야 액션의 실례를 수집하고 증진할 수 있다.

－ 보편적 의료 보장과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 등에 대한 활동을 증진하고 글로벌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 정책을 지원하며 정책 실행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할 수 있다.

○ 타 UN 기관 및 기타 정부간기구

○ 비정부주체의 참여

⧠ 이해상충 관리

○ 비정부주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한 주의(due diligence)와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건강과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속가능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북유럽 국가, 프랑스, 중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동의하였으

나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부처 간,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충돌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

상되어 보편적 의료보장, 일차보건의료 강화, 초국가적 네트워크 등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나 추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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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립이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WHO 사무국은 25년 전부터 논의된 지침이 최근 국제컨퍼런스를 거쳐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

나 보건부를 대표하는 WHO가 모든 영역을 대표할 수는 없고 WHO 또한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가

지기 보다는 각 나라의 대표가 다양한 영역과의 전략적 협조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어떻

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Framework for Country Action across Sectors for Health and 

Health Equity’ 초안을 승인했다.

2. 주요국 발언  

중국

Cross-sector approach 인적자원, 경험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랑스

프랑스는 장관 간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부 내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태국

Inclusive approach 중 민간의 참여와 민간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영역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분야간 협력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초(初)국가적 네

트워크도 국가 내 협력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영역이다.

이집트

보편적 의료보장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한다.

나우루

1만 명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관리가 보건분야의 최우선 순위이며 일차 보

건의료의 강화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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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8-en.pdf

⧠ 경과

○ 제135차 집행이사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아젠더 선정

       ※ 제68차 총회부터 ‘기후변화와 건강’ 아젠더 삭제

⧠ 논의내용

○ 제136차 집행이사회 주요 논의결과 

－ 대기오염과 건강의 연관성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현황) 매년 실외오염으로 370만명, 실내오염으로 430만명 사망

         ․ (원인) 인간의 활용에 의하여 배출

         ․ (특징) 건강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나타남

－ 대기오염 건강에 대한 예방․관리․완화 방안

         ․ 저감정책 실시로 인한 효과를 건강영향으로 평가하여 결과제공 필요

－ 대기오염과 건강이슈 

         ․ 국가단위 건강통계, 대기오염 관련 자료 연계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요인 및 대기오염과 건강영향 관련지표 발굴

－ WHO의 회원국 지원 분야

         ․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건강개선의 효과평가

         ․ 국가․지역별, 인구집단 세분화한 건강피해 발생공유

         ․ 국제적 차원의 폭넓은 참여 

         ․ 목표와 전략에 대한 기준설정 및 증거 지속적 생산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중재방안 생산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Draft resolution (A68/18 Add.1) 채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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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대기오염과 건강의 연관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발생의 현황, 대기오염 관련 타분야의 

역할 및 보건 분야의 예방․관리․완화 방안 모색하는 한편, 이에 대한 WHO 회원국의 역할 및 

WHO의 지원 방법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70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 뿐 아니라 만성질환 악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은 노출 인구의 수가 매우 커서 보건

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CO, O3, NO2, SO2, VOC) 및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 폐의 꽈리세포 뿐 

아니라 혈류에까지 침투하여 인체 흡입 된다. 인체에는 폐기능 감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과 

면역체계 이상 및 내피세포의 과활성화, 혈압, 심박동 이상, 부정맥, 혈액응고기전 이상 빈혈 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보고된 관련 질병으로는 급성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COPD, 암 등이 

보고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에너지 기술․연료․교통시스템 등 저감정책

이 관련되어야 한다.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각 분야의 대기

오염 감축정책의 효과를 건강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보건분야는 대기오염 감축정책과 연계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역별로 건강의 관점에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등 다른 분

야 정책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WHO 회원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통계를 산출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상요인․기후변화와 연계하는 국가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이 요구

된다. 본 과정을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중재사업을 개발하여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WHO는 대기오염 감소와 건강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중재방안을 생산하고, 국가․지역․

인구집단 별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또는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공유하며, 대기오염 정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등 국제적 차원의 폭넓은 참여로 리더

쉽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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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re is a Danish saying that goes, “Fresh air makes the doctor poor.” As such, there 

is a close link between air pollution and human health. Seven million people die from 

polluted air every year. Despite this huge impact, it is often hard to conceive how 

harmful air pollution is to our daily life, since air pollution-related diseases or deaths 

are not so visible.  

In this regards, it holds great significance that WHO adopted a resolution to ad-

dressing the need for continued endeavor to reduce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agree with WHO on the need for multi-sectoral 

approach to enforcing strong policies, and also agree to measure impacts of these pol-

icies on health attributable to air pollution to push forward with the goal. 

Furthermore, the Republic of Korea will join WHO’s continued efforts to mitigate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including monitoring the health impact of each air 

pollutant and producing relevant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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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대기오염 결의안 검토 및 채택 

○ 대부분의 회원국이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의 피해와 예방 가능함을 설명하며, 이번 결

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 공조를 높이고 대기 오염의 피해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하다

고 강조

2. 주요국 발언

캐나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덴마크

 이번 총회는 대기오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첫 총회라는 데에 의미가 있음. 대기오염

은 저개발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모두 영향을 주며, 폐렴, 천식을 비롯하여 각종 비전염성질환

에 영향을 주는 주된 사망원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사무국

 대기오염은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실내 대기오염은 소아의 마이코플라즈마 페

렴에 의한 사망의 주된 요인이고, 비전염성질환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의 주된 요인

임을 설명함. 아울러 에너지, 산업, 농업, 문화, 교통 수단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WHO 사무국

은 건강에 대한 stewardship을 가지고 UN 환경 관련 기구와 협력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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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WHO는 대기오염이 단일 요인으로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2014년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현황’을 의제에 추가시켰으며, 본 회의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보건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결과를 타 분야에 제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의 통계를 산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상요인․

기후변화와 연계하는 국가통계 자료 생산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하여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온실

가스 감축의 노력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어 그로인한 건강영향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분야(온실가스감축)는 대기오염 감소정책과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WHO는 기후변화․지속가능에너지 분야와 연계하여 폭넓은 차원의 리더쉽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2. 대응 전략 

본 의제에서는 WHO 회원국의 역할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환경

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부처와 협의하는 등 타분야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는 대기오염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건강관련 지표를 개발, 

건강영향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실시한 효과를 제시하고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 실시 효과를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

기오염과 건강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이한 건

강피해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값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범부처 대기오염 관련 대책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타분야와의 연계방

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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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DRAFT RESOLUTION, 대기오염과 건강

: 제69차 총회에 대기오염에 대비하는 국제적 노력의 상황에 대한 결의문

⧠ 대기오염과 건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현황

－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며 또한 가장 큰 단일의 환경보건 위험요인

－ 해마다 실내 공기오염으로 400만 명 이상, 실외 대기오염으로 370만 명 이상 사망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

－ 대기오염(특히 미세먼지)의 노출은 성인에서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

환, 천식, 암 등의 비감염성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

－ 5세 이하 어린이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50%가 가정내 대기오염으로 기인하며 어린

이 건강의 가장 큰 위험요인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특징

－ 대기오염(특히 미세먼지)은 디젤과 석탄의 연소와 함께 IARC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

－ 대기오염은 단기간-장기간 노출 모두 건강에 피해를 주지만, 장기간 노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입자상 오염물질(particle pollutant)은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낮은 농도

값인 노출에 대한 임계값을 규정할 수 없음

－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의 원인 : 여성과 어린이, 노인 및 주거, 교통, 산

업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인구 

     ※ 개발국에서 최신 난방, 조리기구, 조명를 개발하면 공장의 이전 등 그로인하여 저개발국은 피해를 받는 건강 불평등 발생

○ 대기오염의 원인 

－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짐

－ 실내 공기오염은 가정 내의 연료사용(등유, 석탄), 비효율적 난방, 조리기구, 조명,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결과

－ 실외 공기오염은 에너지생산, 교통, 산업패턴, 도시개발, 폐기물처리, 농업과 바이오매스 

연소, 가정에서 배출하는 에너지 등이 원인 

       ※ 실내오염은 실외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호간 영향을 미침



194 제68차 세계보건총회

○ WHO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현황

－ WHO NCD(비감염성질병) 국제행동계획(2013~2020)의 목적과 목표에 대기오염과 건

강영향이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음

－ 실외 공기의 질(2005)과 실내 공기의 질(2014)에 대한 지침으로 공기의 질로부터 인간

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activity는 없음

       ※ 가정 내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해결 및 교통․에너지․건설 등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제시되
지 않음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 질병 발생이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적 전략이나 협력, 실내외 대기오염을 감소하

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없는 것이 현실

－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 

수립

－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분야 간 협조가 요구

－ 건강분야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시켜야 하고, 건강에 대하여  cross-sectorial 

approaches 할 필요가 있음

    ․ 실내/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유용한 데이터 필요
    ․ 대기오염의 원인,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이해(먼거리 이동 등) 및 특정한 지역과 상황을 

관리․조절하기 위한 정책 등 필요 

○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수행

－ 국가 뿐 아니라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외 대기오염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action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 

    ※ 도시는 대기오염에 의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줄
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한다면 더욱 건강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교통, 건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음

－ 건강분야는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야 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건강 최우선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관계

－ 대기오염물질은 기후변화에 기여, 기후변화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침

－ 오래 지속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뿐 아니라 단기간 지속되는 메탄이나 블랙카

본과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은 기후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원인

－ 폭염의 빈도가 자주 발생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기후변

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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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2015 지속가능 개발」과 관계

－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지속가능 도시와 교통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평가의 지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건

강과 관련된 적절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음

⧠ 회원국에게 강조하는 내용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가 상호 협력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규명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매

우 효과적인 방법

－ 데이터수집, 모니터링, 연구강화, 표준화된 기준개발, 정보제공, 협력강화, 우수사례 공

유, 우수사례의 성공교훈을 전파 등 

○ 보건시스템은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공공 영역의 정책결정자 역할 :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회 제공, 건강영향을 

감소를 위한 예방 방법 실시 또는 지침제공 및 관련 분야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유지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 노출원에 대한 정보

－ 그 외 영역의 정책결정자 역할 : 국가, 지역,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준비, 대응하는데 보건 분야를 고려하도록 노력해

야 함

○ 대기오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제시를 위한 리서치 중요

－ 중재효과에 대한 현황, 이환률과 사망률 통계값, 건강영향평가, 보건케어서비스의 비용

효과와 건강 불편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등에 관한 연구

－ 연구의 우선순위 제공, 학문과 정책의 갭을 해소, 국가적 연구를 위한 연구소와 국제적 

협력연구 등

○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대기오염과 그로인한 건강영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

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특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기여

－ 대기오염의 노출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공유, 정책결정자가 

사용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화로운 지표 개발 등 

○ 공기의 질 모니터링시스템 범위확대 필요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여 오염물

질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하고 결과적으로 공기의 질과 건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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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별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통합적 접근, 

측정, 제시하는 방법 개발 필요

○ 건강모든 질병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정보 필요

－ 회원국 간에 건강의 측면을 고려한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건강영향과 관련된 정보 

습득 가능

○ 회원국 간에는 역량과 자원이 다르다는 것 인지

－ WHO의 실내 공기오염이나 실외 대기오염 지침 등에 반영

○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멀티섹터 대응 방안의 개발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WHO 지침 고려

○ 특히, 보건 케어 활동과 관련된 대기오염 감축부분에 대한 효과 평가

○ 타분야와 정책을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에 협조, 여러 분야가 함께하여 미래의 지역과 

국제적 관계를 개발하는데 참여

○ WHO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하고 활발한 발전과 회원국

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확인

○ 2011년 UN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WHO 국제 행동계획의 목표와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

○ 건강과 대기오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해야 함

－ 실외 대기오염과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지침 개발 및 제공

－ 지역과 국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정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화된 기술을 

회원국에게 제공

－ 주택, 교통, 전기생산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대기오염 관련 지침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 WHO 안에서 공기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결과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관계자들 간에 공동협력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 회원국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단체와 정책결정자들이 소통하는데 도움을 제공

－ WHO는 대기오염과 건강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전망과 함께, 안내하고, 연구에 대한 능

력을 강화해야 함

－ 대기 오염과 건강영향을 저해하는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자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공

하여야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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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지속가능에너지, 지속가능 교통 등의 분야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완

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건강과 분야 간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

한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함

○ WHO의 비감염성질병 국제행동계획 등, 비감염성질병과 어린이폐렴 감소를 위하여 실시되

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WHO의 계획에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증진에 대한 효과를 적

절한 연계하고 강화해야 함

○ 제69차 총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응하는 강화된 로드맵을 제안하고, 이 

기간에 다른 포럼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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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19-en.pdf

⧠ 그간 논의 경과

제67차 WHO 총회를 통해 항생제내성이 인간에게 중대한 위협임을 회원국들이 인식하여 제 68

차 세계보건총회에 그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항생제내성 기술자문 전략회의를 통한 계획

(안) 작성 착수(’14. 3 제네바), WHO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행(’14. 7~8. 온라인) 

및 기술자문 전략회의를 통한 항생제내성 행동계획(안)검토(’14. 10. 제네바)를 시행하였다.

’14.11. 오슬로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14.12. 스톡홀름에서 항생제내성 감시 시스템 표준화에 

대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136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집행이사회 회원국 및 FAO(국제식

량농업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항생제내성 실행계획(안)의 수정 및 보

완을 하였다.

⧠  주요 내용 요약

○  항생제 내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항생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은 재원기간, 사망률 증가 등을 야기하며 의료비 상승 뿐 아니

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항

생제 내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의료진 및 적절한 항생제 처방의 부재, 농

부․가축업자들의 환축 치료 및 가축 성장을 위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인체 및 동물 

항생제 구입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재, 사회경제 부담 평가 부재로 인한 장기적이

며 지속적인 투자 부재 등을 뽑을 수 있다. 

－ 교육 등을 통한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방지하여 항생제의 효과를 보존하며 병원내 감

염관리를 통한 항생제내성균 전파 방지에도 노력이 필요하며, 인간 및 동물의 항생제 사

용 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과 의약품 질관리, 의약품 접근성 등을 고려한 법 개

정도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혁신적인 약품개발 연구를 통한 약품의 효과 연장 등 항생

제내성 관리가 필요하며 정책입안자, 대학, 의약품산업간의 협업증진을 통해 예방, 진단, 

치료가 가능한 혁신적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글로벌 실행계획(안)

－ ’14년 6월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이 공감하여, WHA 67.25를 통해 이에 대해 

글로벌 실행계획(안) 개발을 촉구하였다. 글로벌 실행계획(안)의 목표는 가능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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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생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

염질환의 예방 및 성공적인 치료의 연속성 보장하는 것이다. 글로벌 실행계획(안) 내용은 

효율적 교육, 훈련을 통한 항생제 내성의 이해와 인식개선(지표: 인체 및 축수산 식품관

련 항생제 사용 감소정도), 국제표준 지침을 이용한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감시 

능력 개선 및 결과 환류 등 감시체계 강화(지표: 항생제 내성률 감소 정도), 감염관리 및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통한 내성균 전파 방지 및 감염 예방(지표: 의료기관내 상행제 

내성균 발생건수, 예방접종감염병 유병률 감소 정도), 적절한 진단 및 근거에 입각한 항

생제 처방 및 복용(인체 및 동물 사용 항생제 감소 정도), 경제성 평가, 진단기구, 새로운 

약제, 백신 등 연구 개발 강화(국가 투자 증진 정도)이다.

         

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extends full support to WHO, OIE, FA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ighly praises their efforts to prepare the compre-

hensive draft Glob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Our delegates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support and adopt the draft as Director General Dr. Chan stat-

ed at the plenary speech, and to conduct thorough follow-up measures. And, we call 

for WHO’s active support in holding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meeting will call the world’s attention to the seriousness of AMR, and 

the need for policy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67th WHA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set to reform the national plan for AMR control, in order to 

align with the WHO's Global Action Plan. Also,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

patching experts to WHO and providing project funding relating to this issue. 

Furthermore, we will set AMR as a major agenda for the 2nd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High-level meeting, which will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We are going to make further details regarding this issue in this meeting to 

promote health security and to spur progress toward full implementation of IHR, PVS 

and other global health security frameworks by asking political commitment and inter-

nat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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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national level, the issue of AMR cannot be addressed by the efforts the 

Ministry of Health alone. It requires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across multi-sec-

tors, including agriculture and aquaculture, so the Republic of Korea is grappling with 

how to create a joint multi-sectoral response system. We would like to ask WHO to 

share the best practices with all member states to achieve the goal more efficiently.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항생제 내성 글로벌 실천계획 채택

○  글로벌 실천계획 도입 및 실천 필요성에 대한 모든 회원국들의 강력한 공감대 형성

－ 회원국들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AMR 감시체계 구축과 동시에 예방접종, 위생 관리

의 중요성을 지적. 또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재정 지원과 혁신적인 양질의 약품 개발, 약

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며, 더 나은 진단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2. 주요국 발언

인도

인도는 항생제내성에 대한 Jaipur 선언문을 채택하여 동남아지역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항생제내성을 보건문제로 한정짓지 말고 국가 개발에의 도전으로 보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AMR을 접근해야 하며 인식도 향상, 감염 예방,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 신약과 진단, 

백신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함.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One health 전략을 통해 항생제 사용을 50% 이상 감소시킴. 보건에 초점을 맞춰 기

업들과 협력 파트너쉽을 맺고,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책임감을 부여함. 이것이 

국내 식료품 산업의 신뢰를 회복시킴. 현재까지 알려진 비용-효과적인 강력한 도구들과 축산 분야

와의 공조를 통해 AMR 통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

유럽연합

보건, 축산, 농업을 아우르는 AMR 글로벌 실천계획 초안을 지지하며 이것이 각 회원국이 국가행



202 제68차 세계보건총회

동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이 계획과 결의안이 2016-17 예산

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글로벌 실천계획의 채택은 전세계 AMR 

관리의 첫 걸음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

사무국

AMR은 건강, 안전 및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로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WHO, OIE, FAO 등 

국제 기구의 공조와 더불어 시민 사회, 회원국, 지역 사무소와 관련 사업(HIV/AIDS, 말라리아, 결

핵)과의 연계, 협조 노력 필요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WHA 67.25을 통해 글로벌 실행계획(안) 개발을 촉구하였고, 가능한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필요

할 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염질환의 예방 및 성공적인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대응 전략 

모든 회원국은 항생제내성실행계획(안)을 승인, 2년내 글로벌 실행계획과 방향을 같이하는 국가 

항생제 실행계획을 작성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국가실행계획은 국가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취급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국가 실행계획 개발지원, 회원국의 실행계획 개발 및 실행정도 

모니터링 및 항생제내성 관련 격년 보고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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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21-en.pdf

⧠ 주요 논의 경과
○ (제66차 WHO 총회) 폴리오 박멸 및 종반부 전략 계획 2013-2018 발표

－ 세계 폴리오 박멸 계획의 완수를 위해, ’18년까지 전 세계 폴리오 박멸을 목표로 종합적

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  (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14년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야생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 보고에 따른 WHO의 

PHEIC 선언(’14.5.5) 

○ (제136차 집행이사회) 집중화된 폴리오 퇴치 전략과 OPV의 2형 폴리오바이러스 제거에 대

한 WHO 사무국의 결정 제시 촉구

○ 결론

－ 세계 곳곳의 분쟁 및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

하여 백신공급을 중단시키고 감시체계 운영을 어렵게 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폴리오 

퇴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WHO는 폴리오 박멸에 있어, 정보의 취합, 상황의 평가 그리고 관리 지침 관련한 조언자

로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른 임시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지속적

으로 도모하여 폴리오 박멸에 박차를 가할 예정

－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예민한 감시체계운영, 검역 체계 유지가 폴리오 

박멸에 주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외유입 대비계획 마련  

－ 지역 사무처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폴리오 퇴치 유지에 이바지 

필요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결의안 초안(A68/21 Add.1) 검토 및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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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제66차 WHO 총회) 폴리오 박멸 및 종반부 전략 계획(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 발표하였다. 당시, 새롭게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케냐와 소

말리아의 사례 및 백신접종 관련 보건인력이 테러공격에 희생되는 사건 등이 있어, 지속적

인 계획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목표로, 1) 모든 폴리오바이러스 전파 차단, 

2) 예방접종체계 강화 및 경구 폴리오백신 중단, 3) 폴리오바이러스 퇴치 인증체계 운영, 3) 

폴리오 박멸을 통해 얻은 유산 유지가 설정되었다.  

○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14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감

염 유출 사례가 보고되어 ’14년 5월 WHO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예방접종 권고안을 공포

(’14.5.5)하였다. 

○ (제136차 집행이사회) 집중화된 폴리오 퇴치 전략과 OPV의 2형 폴리오바이러스 제거에 대

한 WHO 사무국의 결정 제시 촉구하였다. 

○ (제 4차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비상위원회)(’15.2.27) ’14.11월 제 3차 비상위원회 이후에도 

파키스탄 유래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의 국제적 전파가 보고되어 확산 위험성은 지속되고 있

으며, 특히 중동 지역 및 중앙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폴리

오 확산 가능성 있어 주의 환기가 요구되었다. 

⧠ 주요내용 요약 
○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 전파 차단

－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및 관리, 감염국가로부터의 여행객들 대상 백신 접종 권고. 

폴리오 환자 해외유출 국가, 환자 발생 국가, 환자 미발생 국가로 층화하여 접근. ’15.4월 

말 비상위원회 재소집하여 현재 권고안을 총회 이후까지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현재 권

고가 효과적인 지 판단 예정이다.   

－ 퇴치 전략의 완전 이행(특히 파키스탄), 임시 권고안의 종합적인 적용, 신환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한 전 세계 감시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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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별 위험 수준 재평가 및 권고 사항

위험국가 구분
권고 사항

’14년 5월 ’15년 2월 

폴리오 환자 
해외유출 국가 

‣ 해당국가 출국 전 12개월 동안 폴리오 접종력이 
없는 경우 출국 최소 4주 이전에 폴리오 1회 예방
접종 확인(ensure)
  * 3개국 :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 해당국가 출국 전 12개월 동안 폴리오 접종력이 없
는 경우 출국 최소 4주 이전에 폴리오 1회 예방접종 
확인(ensure)
  * 4개국 :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적도기니

폴리오 환자 
발생국가

‣ 해당국가 출국 전 12개월 동안 폴리오 접종력이 
없는 경우 출국 최소 4주 이전에 폴리오 1회 예방
접종 권고(encourage)
  * 7개국 : 아프가니스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이라크, 이스라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 해당국가 출국 전 12개월 동안 폴리오 접종력이 없
는 경우 출국 최소 4주 이전에 폴리오 1회 예방접종 
권고(encourage)
  * 6개국 :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이라크, 이스
라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폴리오 환자 
미발생국가

-
‣ 감지되지 않은 야생 폴리오바이러스 전파 최소화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

○ 경구 폴리오백신 중 2형 폴리오바이러스 제거 계획

     ① ’14.10월 SAGE는 경구 폴리오 백신 중 2형 폴리오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모든 회원국에서 최소 1회 이상 불활성화 백신 접종 도입

     ․ bOPV 정기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백신 허가

     ․ 2형 폴리오 단독 백신 비축 및 사용 프로토콜

     ․ 2형 바이러스 및 잠재 감염물에 대한 실험실 차폐 

     ․ 전 세계적으로 2형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인증

    ② UNICEF가 5억 도즈 2형 폴리오 단독백신 비축을 계획  

    ③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15년 중반까지 2형 폴리오바이러스 전파차단, 1단계 폴리오바이러스 밀폐 

작업, 잔여 2형 폴리오바이러스제거계획 확인을 요구하였다. 

    ④  ’16.4월 예정이나, ’14.11월 나이지리아, ’14.6월 파키스탄에서 환자 확인되었다.   

○ 폴리오 박멸을 통한 유산 유지 계획(Legacy Planning)

    ① 폴리오 박멸 계획 수행 중 얻은 교훈, 인프라, 역량, 자산이 에볼라 감시, 대응에 이용되었다. 

    ② 다른 우선순위 공중 보건 사업에 활용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도이고, 

계획-준비-실행 3단계의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중이다. 

   ③ 글로벌 폴리오 퇴치 계획 수행 완료 이후에도 핵심적 폴리오 퇴치 기능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④ ’15년에 글로벌 레거시 프레임 워크의 최종안이 확정 될 것이다. 

○ 재무

   ① 2013-2018동안 55억 달러 기금이 모금되었지만, 여전히 4억 5천 달러 부족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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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Polio eradication is important and urgently needed to secure mankind from the 

dreadful preventable disease, to show the vision of public health, to transmit the virtue 

of vaccines, and to find the accomplishment of our endeavor. We have to ensure that 

lessons learned during smallpox eradication and recent polio elimination in India 

could continue to benefit for polio eradi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gh there hasn't been any single polio case since 1983, 

approximately 2 million doses of polio vaccines are administered to children. It clearly 

indicates that polio eradication is a real and practical problem not just for member 

states with polio transmission but for all member states.   

To end these redundant and unnecessary activities promptly, continued support, co-

ordination an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imperative,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actively support the concerted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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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파키스탄 중심 폴리오 전파 상황   

⧠ 제 2형 폴리오 바이러스(WPV) 제거 계획 진행 점검 

○  올해는 세계적으로 제 2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WPV)가 15년 이상, 제 3형 WPV는 2

년 반 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16. 4월 폴리오 백신에서 제 2형 폴리오 바이러스 제거

를 앞두고 있는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폴리오 퇴치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하며 경구 폴리오 백신 사용국의 경우 2가 백신

으로, 주사형 폴리오 백신의 확보 등을 준비하도록 강조 

⧠ 소아마비 관련 결의안(A68/21 Add.1) 채택 및 PHEIC 에 의한 임시 권고안 연장 결정

2. 주요국 발언

파키스탄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파키스탄은 고위급 정치적 결단과 개입으로 상황을 변화시

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행하고 있음. 분쟁으로 인한 취약 지역에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예방 감

시 체계를 운영하고, 여행자에 대한 백신 접종 등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WPV)의 전파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

분쟁지역의 의료서비스 지원 부족 우려. 감염병 퇴치의 마지막 단계에는 인력 지원과 물품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며, 이것은 남은 지역이나 집단이 가장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 대응 방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의 긴 한 협조 필요    

캐나다

파키스탄의 긍정적인 발전을 포함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폴리오 감염 전

파에 대한 우려를 표시. 아울러 회원국들의 폴리오 퇴치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기금 지원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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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의안 WHA68.3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WHA68.3 

Agenda item 15.2                                                                                                    26 May 2015 

Poliomyelitis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poliomyelitis and the course of action decid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136th session;

Recalling resolution WHA65.5 on poliomyelitis: intensification of the global eradication ini-

tiative, and that the Sixty-sixth World Health Assembly noted the 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 and reviewed progress towards its implementation subsequently;

Recalling that on 5 May 2014, the Director-General declared the international spread of wild 

polio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issued temporary recom-

mend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Noting that more than 85% of all new cases in 2014 and 2015 have occurred in Pakistan, and 

commending the heroic efforts of the front-line health workers, Government, people and civil and 

religious leaders of Pakistan for their strengthened commitment to polio eradication, as evidenced 

by efforts to implement the low-transmission season plan for the first half of 2015, while faced 

with unique challenges; 

Recallin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132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

icy, which “urges full respect for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nd] stresses the obligation … to respect and protect medical personnel and humanitarian person-

nel … and urges States to develop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address violence against such 

personnel” 

Recognizing the conclusions of the meeting of the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

munization (Geneva, 21–23 October 2014) that preparations are on track for the glob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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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ype 2 component in oral poliovirus vaccine in April 2016; and, noting the progress ach-

ieved in introducing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by end-2015, in particular in coordination with 

partners such as The GAVI Alliance, 

1. URGES Member States with poliovirus transmission: 

(1) to stop all wild poliovirus transmission by fully implementing all strategic approaches out-

lined in the 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 and national emergency ac-

tion plans; 

(2) to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in place for the safe access of health workers to all 

communities and ensure the safety of health workers, including through the appropriate engage-

ment with and support of community leaders and relevant law-enforcement, military, non-military 

and non-State entities; 

(3) to implement fully the temporary recommend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international spread of wild poliovirus; 

(4) to intensify 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improving both vaccination and surveillance ac-

tivities; 

2. URGES all Member States that currently use oral poliovirus vaccine to prepare for the global 

withdrawal of the type 2 component of the oral poliovirus vaccine in April 2016, including by: 

(1) developing national plans, by end-September 2015, for the withdrawal of the type 2 compo-

nent of oral poliovirus vaccine and its replacement with the bi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2) expediting the registration of bi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for use in routine immuniza-

tion programmes and, if required and in the interim, authorizing its use on the basis of pre-

qualification granted by WHO; 

(3) implementing national policy for the appropriate destruction of residual trivalent vaccine 

stocks; 

(4) completing the introduction of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optimally before the with-

drawal of the type 2 component of oral poliovirus vaccine in April 2016; 

3. URGES all Member States: 

(1) to achieve and maintain certification-standard surveillance to detect polioviruses, and to re-

spond fully to polioviruses detected from any source; to immediately put in place nation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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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mergen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respond to a new polio outbreak in a polio-free 

country following confirmation of detection of any circulating wild poliovirus, type 2 circulating 

vaccine-derived poliovirus or Sabin poliovirus following withdrawal of the type 2 component in 

the oral poliovirus vaccine; and by ensuring full implementation of revised outbreak response pro-

tocols1 that build on the international outbreak response guidelines issued in resolution WHA59.1; 

(2) to support the global expansion of environmental surveillance in strategically-selected 

high-risk locations to supplement acute flaccid paralysis surveillance for prompt detection of po-

lioviruses; 

(3) to support those Member States experiencing poliovirus transmission in their eradication ef-

forts, including through political engagement and the provision of additional support as appro-

priate; 

(4) to monitor for potential gaps in population immunity and implement measures to fill such 

gaps and further boost population immunity through timely and complete routine immunization 

and, where necessary, high-quality 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5) to make available urgently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 full and continued im-

plementation of the 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 including through 

the rapid and full operationalization of pledged funds and the filling of the remaining funding gap; 

(6) to lea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lans to ensure that polio assets, lessons learnt and 

knowledge acquired are applied to support other national health priorities, notably to routine im-

munization, and ensure that the potential legacy of polio eradication is fully realized; 

(7) to implement appropriate containment of type 2 wild polioviruses in essential facilities by 

the end of 2015 and of type 2 Sabin poliovirus within three months of global withdrawal of the 

type 2 component in oral poliovirus vaccine in April 2016;2 

(8) to establish procedures to authorize the importing and use of mono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type 2 from the global stockpile after its release has been authorized by the 

Director-General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whereas the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has advised to maintain only a global stockpile of mono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type 2, Member States that decide to establish a national stockpile of this vaccine should 

maintain the stockpile in conditions of containment that are verified by the Regional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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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for Polio Eradication to be compliant with the containment Global Action Plan, and 

seek authorization of the Director-General of WHO before its release and use; 

4.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1) to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all relevant actors, governments and administrators, in part-

ner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local and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support national efforts for polio eradication to benefit children in 

all areas; 

(2) to continue to coordinate with all relevant partners, including vaccine manufacturers, to en-

sure that Member States are fully supported for a globally-coordinated phased removal of oral po-

liovirus vaccines from all immunization programmes, beginning with the type 2 component in oral 

poliovirus vaccine in April 2016, including by ensuring a sufficient global supply of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for use in all countries introducing the vaccine in their routine immunization 

schedules; 

(3) to ensure that prequalification of bi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for use in routine immuni-

zation programmes is done expeditiously in order to support its introduction by Member States; 

(4) to establish a mechanism that assures the Director-General’s authority for the release of a 

global stockpile of mono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type 2 in a timely and equitable way to all 

Member States, and develop a procedure for authorization of release by the Director-General and 

for use of monovalent oral poliovirus vaccine type 2 by the countries that maintain national stock-

piles of this vaccine; 

(5) to support Member States,2 partners and stakeholders in developing plans that ensure that 

polio assets, lessons learnt and knowledge acquired are applied to support the broad immunization 

agenda and other health priorities and that the potential legacy of polio eradication is fully realized; 

(6) to report annually up to the Seventy-second World Health Assembly on progress made to-

wards achieving a lasting polio-free world, and to provide timely and transparent financial in-

formation, including details of any budgetary constraints or change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full implementation of the Polio Eradication and Endgame Strategic Plan 2013–2018.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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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2018년 달성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인 폴리오 박멸 및 종반부 전략 계획(2013-2018) 수행에 

파키스탄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보건이 붕괴함에 따라 파키스탄 유래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

의 국제적인 전파가 보고되어 주춤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IHR에 따른 PHEIC 선포와 국제 공조를 통해 예정대로 OPV2 제거 및 IPV

로의 이행 과정이 진행 중이다. 

2. 대응 전략 

국가 차원에서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예민한 감시체계 운영, 검역 체계 유지가 폴리오 박멸에 주요

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외유입 대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퇴치 후 생화학 테러나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폴리오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

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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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10-en.pdf

⧠ 에볼라병

－ 2014년 3월 처음 기니에서 보고된 후 WHO의 지원 시작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로 지정(8.6-7)하여 국제적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권고사항을 제시

－ WHO는 에볼라 미발생국에게 유입 차단을 위한 정보 및 자원 제공을 통한 준비 강화 지

원 및 일시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관찰 

⧠ MERS-CoV

－ 2012년 사우디아리비아에서 처음 보고 후 여러 나라에서 발생

－ 8번의 비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PHEIC로 지정 안함

⧠ 소아마비

－ 국제적 퇴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몇몇 국가에서 발생 증가

－ ’14.5월 비상위원회 개최 후 PHEIC로 지정하고, 백신접종 등의 일시적 권고사항 제시

⧠ 조류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 A(H7N9, H5N1)의 인체감염 발생에 따른 유행

－ OIE와 FAO 등의 동물관련 기구 및 기관들과의 협력 논의

⧠ IHR 핵심역량 구축 기간 2년 연장 승인

⧠ ’14년 에볼라 발생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 및 대

응을 위한 현재 시스템 검토 및 취약분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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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주요 내용 

○ 2014년 주요 공중보건 사건 및 비상사태 개요

－ 2014년-15년 2월말까지 총 321 공중보건 사건이 WHO의 사건 관리 시스템(Ev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되어 이 중 79건의 이벤트에 관련한 400건의 IHR을 통

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이중 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MERS-CoV, 에볼라, 소아마비의 경우, 비상위

원회가 개최되었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생과 소아마비 상황은 국제비상사태로 

지정하였다.

○ 에볼라병(Ebola Viruse Disease)

－ 2014년 9월 18일 UN 안보회의에서 에볼라 유행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결

정된 후, UN 총회에서 결의문 69/1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에볼라 비상사태 대응을 위

한 UN의 임무가 주어짐에 따라 본부는 가나 아크라에 설립하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

라리온에 팀 배치하였다. UN의 보건기관인 WHO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설명되어지는 

에볼라 발생에 노력을 다함. 2014년 3월 처음으로 에볼라 발생이 기니에서 보고된 후  

WHO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였고 비상위원회를 통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지정

(8.6-7)하여 국제적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세네갈과 나이

지리아의 에볼라 발생은 국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각각 ’14.10.17일과 ’14.10.19일에 

종료 선언 되었고, WHO는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유입 차단을 위한 정보 

및 자원 제공을 통한 준비 강화 지원하였다. 에볼라와 관련된 일시권고사항이 적절히 이

행되고 있는지 확실시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에볼라 유행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특

히 여행과 교역에 관련된 조치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있어서 사무국은 각국의 조

치사항을 관찰하고 있다. 2015년 1월 진행된  WHO 집행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IHR

의 전적인 이행 및 건강보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MERS-CoV 

－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보고되어 총 23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되었고, 2015년 

3월 9일까지 394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106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2013년 

7월 9일 첫 비상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8번의 비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비상사태로 지

정되지는 않았으며 2015년 2월 4일 8차 비상위원회 결과, 그동안의 감염예방관리 조치

의 강화 등의 모든 행동들이 MERS-CoV의 국제적 전파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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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전파의 가능성이 있음에 동의하였다. 

○ 소아마비

－ 소아마비 발생은 국제적 퇴치 노력으로 인해 1988년보다 99% 이상 줄었으나, 2012년

에 비해 2013년에 그 발생수가 82%가 증가하고, 발생국도 2012년 5개국에서 8개국으

로 증가하였다. 2014년 5월 5일 비상위원회가 개최,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임을 지

정하고 백신접종 등의 일시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2015년 2월 17일 진행된 제 4차 

비상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이 일시적 권고사항들이 야생소아마비 바이러스에는 감염

되지 않았으나 국제적 전파가 가능한 나라들에도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 조류 인플루엔자(H5N1, H7N9)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주요 건강, 경제, 사회적 결과를 낳는 되풀이되는 사건으로 국제여

행의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출현을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A(H7N9)는 주로 새들에게 감염되고 가끔 인체감염

이 보고되는 인플루엔자의 자그룹의 하나로 그의 인체감염은 2013년 3월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2014년, 2015년에 두, 세 번째 유행을 경험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A(H5N1)

의 인체감염도 2014년 11월부터 증가하고 있다. WHO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조류인

플루엔자 발생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위험평가도 실시하고 OIE와 FAO등의 동물관련 

기구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방법을 작성 및 조정 계획이다.

○ IHR 이행의 진전

－ 2015년 3월말까지 196개의 회원국 중 160개국에서 IHR 이행에 관한 보고를 완료하였

고 다음의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1) 24시간 NFP와 연락가능한 채널 구

축, 2) 발생보고의 투명성 증가, 3) 좀 더 체계적인 경고 시스템, 4) 동물과 사람건강 분야

의 나은 소통과 협력, 5) 역량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6) 빠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정보

공유 능력 향상

○ 국가 공중보건 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을 위한 두 번째 기간연장을 위한 검토회의 진행하여 

회원국들은 IHR의 이행에 요구되는 감시 및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64개국은 요구되는 핵심역량 구축을 완료하였고, 81개국은 2년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으며, 48개국은 응답이 없었음. 기간연장을 신청한 국가들에 대해 2년 기간연장을 승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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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공중보건 사건 및 비상사태 대응에 IHR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였고 많은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구축된 핵심역량을 성공적으로 평

가하고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볼라 주요발생국인 세 나라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인

력, 자금, 경제 분야의 비극적인 결과의 영향은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을 보여주어 

더욱 효과적인 공중보건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 및 대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이 분

명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진행된 검토회(Review Committee)에서는 회원국들이 단순

히 IHR을 따르는 것을  넘어 권리와 의무의 점진적인 실현화가 되기를 권고하고 또한 보

건역량강화는 특정완료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계속 진행되는 작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황열 위험지도 작성 및 여행자 대상 백신 권고 

○  황열 위험지도 작성

－  황열 위험 회원국들의 참여를 통해 황열 위험지도  업데이트 및 지침 발행 권고

○  여행자 대상 황열 백신 

－  기존의 10년 마다 접종에서 평생 1번의  접종으로 권고안 변경 

－  황열 유행 국가를 떠나는 여행자들에 대해 황열 백신 접종 권고 

⧠  국제보건협약 연장 

○  국가 공중보건역량 및 국제보건협약 이행 위한 국제 보건협약(2005) 2차 연장 결정

2. 주요국 발언

라이베리아: 46개 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표 발언. 

아프리카 지역은 IHR 이행이 회원국들의 핵심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IHR 하 권리와 의무, 국제 

공동체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최근 에볼라를 포함한 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보건학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작용함. 따라서 회원국들은 IHR의 연장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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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핵심 역량을 키워야 하며, 그간의 경험과 교훈을 잘 살려야 함. 

일본

2년 더 연장될 IHR 이행 계획은 한 걸음씩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레바논

레바논은 대중의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IHR 중심역량을 도입하는 데에 주요한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지난 수년 동안 무력 갈등과 대규모 이주 사태를 목도했음. 보건 시

스템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조정력이 필요함.

핀란드

IHR 도입 10년 차인 올해는 보건학적 위기 상황의 감지, 평가, 신고, 보고를 위한 각국의 책무 이

행이 전세계 3분의 1에서만 이루어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이 집단 발

생이 유행으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대유행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국가적인,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했음을 의미함. IHR 이행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과 원조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의 목표이며, 핀란드는 올해 GHSA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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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의안 WHA68.4, 68.5

1. WHA 68.4 영문(여행자들을 위한 황열 예방접종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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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문

제 68차 WHO 총회에서는,

국제보건규칙(2005):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고려하여;

제67차 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2005)의 Annex 7 부분이 업데이트 된 것이 채택됨에 따

라 한 번의 황열 백신 접종이 지속적인 면역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황열에 대해 평생동안 예방

에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권고한다. 이에 황열 백신의 추가 접종(booster dose)은 필요치 않고 황

열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일생동안 유효하다.

변경된 IHR의 Article 59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유효하지만, 회원국들은 이 변경사항을 즉

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IHR의 Annex 7의 목적에 따라 황열 전파의 위험이 있다고 결정된 지역을 떠나는 여행자들은 황

열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인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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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국들에게 

  (1) 만약 2016년 6월 전 자발적으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유효성의 기간을 평생동안으로 연장

을 하게 되면 WHO에 알려주고,

  (2) 황열 위험지역의 규정과 여행자들을 위한 황열 예방접종에 대한 WHO 권고사항을 따라줄 

것을 요청한다.

2. 사무총장에게

  (1) 황열 예방접종의 확인서를 평생으로 받아들이는 회원국들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게재하며,

  (2) 황열 위험지역 파악(mapping)을 위한 공식적인 기술 자문 그룹을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기술 자문 그룹에는 황열 위험지역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황열 위험

지역 파악(mapping)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2. 여행자들에게  황열 예방접종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

기 위함이다.

(5월 26일 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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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68.5 영문(IHR 국가 역량 구축을 위한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제안)



224 제68차 세계보건총회

2. 국문

제 68차 보건총회는,

국가 공중보건 대응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의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IHR(2005) 아래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및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제64차 보건총회에서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A(H1N1) 대응의 IHR(2005)의 기능에 대한 검

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상기하며,

IHR(2005)의 Article 5와 13에 요구되고, Part 15의 Chapter 3에서 제공되는 검토위원회의 설

립을 인정하고,

국가 공중보건 대응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의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결과, 그들의 리더쉽, 회원국들의 기여, 제68차 보건총회로의 보고서 제출 등을 치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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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국들은 국가 공중보건 대응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의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위원

회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원한다.

2. 사무총장에게

 

(1) 집행이사회를 통해 제69차 보건총회에서 국가 공중보건 대응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의 두 번

째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2) 국가 공중보건 대응역량 구축 및 IHR 이행의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사

항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5월 26일 9차 회의)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2014년 에볼라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대응을 위해 현재 시스템 

검토 및 취약분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국들의 국제보건규칙 대응 역량 구축이 최종 목표이므로, 이를 

이루기 위하여 기간 연장뿐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소개하고 적용에 대한 결의안이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응 전략 

한국은  IHR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구축을 완료하였고, 국제보건규칙(2005)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감염병 전파 및 유입 예방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위험사태 

대응 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그에 맞춰 좀 더 효율적인 대응능력 강

화를 위한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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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23-en.pdf

⧠ 결의안 EBSS3.R1

에볼라 사태에 따른 집행이사회 특별세션에서 결의된 결의안 EBSS3.R1에서 집행이사회는 사무

총장에게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WHO가 대응한 WHO Grade 3(WHO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에 따른 최고 등급)이자 UN Inter-Agency 상임위원회 Level 3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 WHO의 비상사태 보고 개요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WHO는 6건의 Grade 3 비상사태를 포함 총 40건의 비상사태

에 대응했다. 2014년 5월 이래 WHO는  세 건의 새로운 Grade 3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라크의 

인도주의적 위기(2014년 8월),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2014년 7월), 네팔 지진

(2015년 4월)이 그것이다. 나머지 3건의 Grade 3 비상사태는 시리아아랍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남수단의 비상사태로 2013년 선포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상사태들이다.

Grade 3 비상사태에는 총 11개국이 연관되어 있다. 이 중 시리아아랍공화국 위기는 요르단, 레

바논, 터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서 발생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네팔 지진을 제외한 나머지 Grade 3 비상사태는 모두 

Inter-Agency 상임위원회의 Level 3 비상사태이기도 하다.

2014년 5월 이래 WHO는 31건의 “acute graded” 비상사태(Grade 3 비상사태 6건 포함)와 9

건의 “protracted crises”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소말리아)에 대응했는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한 건 이상의 비상사태를 겪었으며(예: 필리핀), 일부 국가들은 “acute and pro-

tracted crises를 둘 다 겪기도 했다(예: 파키스탄).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보건 니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니드에 속하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시리아아랍공화국에

서는 보건서비스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했다. 

UN 인도적지원조정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욕구(欲求)가 오늘날과 같이 높은 때가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7천7백9십만 명에 이른다. 약1억7천

2백만 명이 분쟁에 영향을 받는다. 약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기술재해에 시달리고 그 

결과 11만 명이 죽는다. 2015년 4월 20일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187억불에 달하지만 이 

중 15%만 충당이 되었고 이 중 8%는 보건 분야에서 충당되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주의적 

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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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비상사태 대응

WHO가 현재 대응 중인 Grade 3 비상 사태 6건과 지속적 위기 9건은 당분간은 WHO의 주된 역

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중 에볼라 사태만 향후 12개월 내에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감염

병 사태와 자연재해 및 새로운 갈등 발생 등을 감안할 때 WHO와 비상사태 대응 파트너들에게 있어 

진정한 “평화의 때”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모든 위기 때마다 WHO의 비상 대응은 WHO의 ‘비상대응프레임워크(Emergency Response 

Framework)’에 따라 리더십, 정보, 기술적 전문성, 핵심 서비스(로지스틱스, 인적 자원, 자원 동원 

및 물자 보급), 이렇게 네 가지 핵심기능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각 위기 때마다 WHO는 보건시설

과 이동 진료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지역의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거나 필수 의약품 및 물자를 보급하

거나 정부 시설을 위한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을 통해 부족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Grade 3 비상사태 모두에 WHO는 세 가지 필수 정책을 적용했다:

－ Surge policy: 이 정책을 통해 WHO국가사무소 직원들을 적절한 곳에 재배치하고 경험

많은 비상사태 직원을 파견했다.

－ Health emergnecy leader policy: 이 정책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 전문가를 파견했다.

－ no-regrets policy: 이 정책을 통해 비상사태 발발 직후 적절한 수준의 직원과 자금을 

예측해 이를 지원하고 WHO의 ‘신속대응예금(Rapid Response Account)’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014년, 15년, WHO는 몇몇 사태에 대응해 ‘신속대응예금’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신속대응예금

은 약 미화 백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인도주의 기부자들로부터 한 번의 기부로 형

성되었다. 신속대응예금의 융자는 표준운용절차에 따라 수 시간 내에 인출될 수 있지만, WHO 국가 

사무소가 모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인출된 금액은 다시 충당되어야 한다. 비상사태의 수와 비상

대응 자금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대응예금은 항상 충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운 비상 사태에 대해 이 예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은 미화 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불과

하다.

2015년 4월 20일 현재 다섯 건의 Grade 3 비상사태에 대한 WHO 모금 현황은 우려할 정도로 

낮다. WHO의 비상 대응에 갖는 주된 도전 중에는 예측 가능한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과 핵심 자금

의 부족, 신속대응자금의 부족, 증가하는 현장 경비(보완, 로지스틱스, 지방으로의 활동 확대), 내부 

행정, 재무, 인적 자원 절차 부족 등이 포함된다. 2014년 12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WHO는 카테

고리 5에 속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직원 1587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530명 밖에 없어 필요한 인력의 33.4%만 확보된 상태이다.

지난 12개월간 WHO와 파트너들은 종종 보안이 불안정하고 고된 다양한 환경에서의 지원을 요

청받았다.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Grade 3 비상사태들은 그 규모, 복잡성, 운영의 어려움 때

문에 더욱 어려웠다. WHO 직원들은 종종 기대 이상으로 일해 왔지만 WHO의 비상 대응 구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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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역량, 문화 등은 비상 사태 때마다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WHO

가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고 회원국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신속, 효과적인 비상 대응

을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다. 

비상 대응은 전체 해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2005)과 비상위기관리프

로그램을 통해 회원국의 역량을 개발해 비상사태가 회원국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 완화할 의

무가 있다. WHO는 정책 개발, 기술 지도,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lobal Health Cluster 등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조정, 비상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보건 정보 및 분

석 제공 등을 통해 보건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원국의 역량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대응

을 전개하며 비상대응 보건커뮤너티에서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WHO의 비상 대응 프로그

램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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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24-en.pdf

⧠ 2015년 에볼라 진행 경과

○ 라이베리아는 2015년 5월 9일 에볼라 종식 선언,  기니에서는 4월 말 환자 발생 수가 주 당 

9명으로 급감, 시에라리온에서도 4월 마지막 주 주당 환자 발생 수 9명으로 급감

⧠ 2015년 대응

○ 2015년 5월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60여 현장에 800명 이상의 직원들 배치

○ 2015년 초 UNMEER에 의해 주도된 에볼라 대응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 준비 활동

○ 국가들의 감염병 준비 강화 및 가속화 노력을 지원할 도구 세트 개발

○ 아프리카 14개국을 선정해 감염병 감시 지원을 특별 지원

⧠ 국제보건규정(2005)

○ 2015년, ‘에볼라 비상사태위원회(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Ebola)’ 1월과 4월 

두 차례 회의 소집 - 에볼라 사태를 ‘국제적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유지

⧠ 연구개발

○ 가속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백신과 진단제의 가속절차가 가능

⧠ 에볼라 감염 국가들의 보건시스템 구축

⧠ 향후 전망

○ UNMEER의 책임, 기능, 자산이 각 국가 보건 당국과 UN 전문기구, 펀드, 프로그램으로 이

전됨.

○ UNMEER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WHO의 기술 리더십과 대응 조정 사업이 더 중요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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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2014 에볼라 감염병 사태 배경 및 도전 과제

○ 2015년 에볼라 진행 경과

2015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의 에볼라 발생 수는 매 주 계속적으로 감소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인 보건 개입에 기반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섰다. 라이베리아에서는 

2015년 5월 9일 에볼라 종식이 선언되었고 기니에서는 지난 4월 말 환자 발생 수가 주 당 9명으로 

연초 74명에 비해 급감했으며 시에라리온에서도 2015년 첫 주 발생 수가 주 당 238에서 4월 마지

막 주 9명으로 급감했다.

에볼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반면 에볼라 생존자들이 겪는 의료 및 사회심리적 이슈

들도 다뤄지고 있다. 에볼라 생존자의 치료 및 보호와 에볼라의 지속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장기적 보건 개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015년 대응

2014년 말까지 WHO는 에볼라 위기 대응에 WHO 역사상 가장 큰 비상사태 대응반(emergen-

cy operation)을 설립했었다. 2015년 5월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60여 현장에 800

명 이상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말리에도 37명의 직원이 있다. 2015년 초 UNMEER에 의해 주

도된 에볼라 대응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했다. 1단계는 환자 격리와 치료, 안전하고 존엄한 매

장, 행동 변화 촉구 등을 강조하는 반면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환자접촉 추적, 사례 발견이 강

조된다.

현재는 기니와 시에라리온의 국경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전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분석, 면 한 사례 조사, 적극적인 감시, 커뮤니티 참여 

등이 요구된다. 에볼라 종식을 위한 국제 보건 파트너들 간의 면 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 준비 활동

WHO는 회원국의 에볼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국내 및 국제 

감염병 준비 노력에 기반해 국가들의 감염병 준비 강화 및 가속화 노력을 지원할 도구 세트가 개발

되었다. 감염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 무역 관계, 인구 이동 및 국가보건시스템 등을 고려해 아프리

카 14개국을 선정해 감염병 감시 지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감염병 감시 지원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국제보건규정(2005) 역량 강화와 직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에볼라 감염병 감시 경험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교훈은 글로벌 보건 안보와 복

합위해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공통의 액션 프레임워크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 국제보건규정(2005)

2015년, ‘에볼라 비상사태위원회(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Ebola)’가 소집되어 1월

과 4월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에볼라 사태를 ‘국제적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유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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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지나친 조치로 무역과 여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정(2005)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는 Review Committee를 제68차 보건

총회 직후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월 제138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 연구개발

WHO는 연구개발 커뮤니티와 더불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의 치료와 발견을 위한 다양한 백

신, 약제, 치료제, 진단제를 심사하고 있다. WHO는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

는 많은 자문회의를 소집했다. 가속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백신과 진단제의 가속절차가 가능해 

졌다. WHO는 충분한 예방 및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이나 보건 비상상황에서의 연구개발 청사진을 

개발할 것이다.

○ 에볼라 감염 국가들의 보건시스템 구축

WHO는 에볼라 감염국가들에서의 복구 노력에서 다양한 보건 파트너들과 함께 각국의 보건시스

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각적인 복구 노력에는 감염병 에방 및 관리 강화, 환자 안전 강화, 

보건인력 역량 강화, 감시 강화, 필수 보건 서비스의 재가동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의 긴 한 협조 

아래 WHO는 장기적인 보건시스템 재건 및 개발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 향후 전망

UNMEER의 책임, 기능, 자산이 각 국가 보건 당국과 UN 전문기구, 펀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

고 있다. UNMEER은 말리에서의 활동을 종료했으며 라이베리아 사무소는 2015년 5월 말, 시에라

리온 사무소는 2015년 7월, 기니 사무소는 2015년 8월에 폐쇄할 계획이다. UNMEER의 역할이 감

소함에 따라 WHO의 기술 리더십과 대응 조정 사업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에볼라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면 한 사례 조사, 인류학적 분석, 적극적인 감시와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2015 WHO 전략적 대응 계획: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수립했다. 

“에볼라 피로”는 기부자들과 지역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염국가와 감염위험국가에서 에볼라 

대응 및 준비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에볼라를 종식시켜야만 감염국가에서의 

필수 보건서비스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HO는 현장 사업을 2016년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다. 에볼라 종식에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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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Mr. Chair.

To begin with, our delegation offers its deep condolences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y to Ebola virus disease, and pays respect to health professionals who 

have risked their own lives to save others. 

We do agree in principle on the need to establish an contingency fund for an 

effective early response to emergencies. A transparent execution system of the fund, 

however, must be a prerequisite to guarantee its efficiency. 

Just as important as early response is preparedness in properly responding to 

emergencies, and to this, establishing a surveillance system in member states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s essential.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an effort to better prepare the world for emerging, 

re-emerging and new infectious diseases through a channel of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We look forward to this effort realizing itself as being a platform 

on which the international health community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state actors to work together to more 

effectively prevent health threats and consolidate health secur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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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에볼라 사태를 통해 드러난 WHO의 비상사태 대응의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향후 WHO와 회원국

들의 비상사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국제보건규정(2005)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보건규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국제보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각 국가의 감염병 및 비

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따른 핵심역량의 구축에 국제보건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외에도 WHO의 향후 비상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보건비상인력안과 

비상기금 안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의 원칙적인 대안 제시가 있었지만 다수가 환영했으며 결국 사무

총장의 안을 담은 결정문 WHA68(10)이 채택되었다.

2. 주요국 발언

레바논

에볼라 사태가 발생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긴급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

족과 그에 따른 국가의 대책 미비이다. WHO는 에볼라 발병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위한  

장기적 비상 대응체계 마련에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총회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바란다.

일본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보

건규정(2005)의 중요성과 그 규정 중 각 나라의 대응체계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상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를 효율,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행과

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원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

덴마크

에볼라 사태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비상사태에서는 무엇보다 WHO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

다. 이번 에볼라 사태를 겪으며 보여줬던 여러 대책들을 분석해 어떤 정책수단이 효과가 있었고 없

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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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에볼라 경험에 대한 WHO 및 각 나라의 대응 등에 대한 평가단(Interim Assessment Panel)의 

활동이 향후 WHO 비상대응체계의 역량강화에 기반이 될 것이다.

이란

에볼라 대응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국제보건규약의 이행이 관건.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이

의 이행을 각 나라 보건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임.

터키

WHO 사무국, 지역사무처, 국가사무소 모두 비상사태 인지를 위해 항상 각성되어 있어야 하며 

조직 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도 필수적이다. 특히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 각인에 따른 중장기 개선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터키는 에볼라 발병 지역과의 접촉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항공의 서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운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보건규정의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로 자체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서 이행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 수행 정도, 이행 판단의 측정도구가 국제보건규정의 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비상보건인력 운영체계를 새롭게 조직하기 보다는 역량강화 등의 

수단을 통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효과적인 대응준비(preparedness)를 

위해서는 WHO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대응체계가 실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대응

체계 작동을 위한 자금이 모이는 시점의 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 시작 3개월 내 관련 

자금이 모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랑스

복원가능한 안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긴급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

지가 필요하다. WHO 개혁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의 네트워크, 관련 

연구의 강화, 감시체계의 구축과 국제보건규정의 이행이 중요하다.

러시아

이번 에볼라 위기 대응을 경험한 관련 회원국가들은 분명하고 단일한 강력한 대응 수단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장비, 교통, 의약품 등을 포함한 자원에 대

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상기금의 집행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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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에볼라 비상대응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과 인권중심의 접근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비상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금의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

에볼라 대응체계를 평가하는 것은 각 국가 사무소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WHO 사무국은 국제보건규정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에 필요한 기술

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WHO는 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비

상대응체계를 위한 보건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100만 달러(USD)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인력에 대한 

정규적인 훈련, 독립된 재정운영, 투명한 운영방식, 확실한 지원책,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중요하다.

영국

비상기금 집행적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등을 통해 긴급지원 적용기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긴급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집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비상

자금의 집행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지역중심의 긴급대응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활용해 전 세

계로 속도감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의 이뤄질 것이다.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WHO가 천만 달

러(USD)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WHO의 확실한 조기대응으로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르웨이

비상대응을 위한 인력의 역할 설정에 있어 그 책임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의 유연하고 유동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WHO 사무총장의 조정 하에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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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정문 WHA68(10)

2014 Ebola virus disease outbreak and follow-up to the Special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on Ebola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recalled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Special Session on Ebola on 25 January 2015,

Interim assessment

1. Welcomed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appear-

ing in document A68/25;

2. Thanked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for its work to date;

3. Requested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to continue its work as mandat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Special Session on Ebola, and to issue a final report 

to be made available to the Director-General not later than 31 July 201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1.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establish a Review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to examine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in the Ebola outbreak and response,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a)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with re-

gard to the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Ebola outbreak, with a par-

ticular focus on notification and related incentives, temporary recommendations, ad-

ditional measures, declaration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national core capacities, and context and links to the Emergency Response Framework 

and other humanitarian responsibilities of the Organization;

(b) to assess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Review Committee in 2011 and related impact on the current Ebola outbreak;

(c ) to recommend steps to improve the functioning,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including WHO response, and 

to strengthen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future emergencies with health con-

sequences, with proposed timeliness for any such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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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convene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view Committee a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in August 2015, and to report on its progress to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6;

3. Agreed to support west and central African States and other at-risk States to ach-

ieve full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including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ore capacities, by June 2019;

4. Noted the recommendation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for WHo to pro-

pose a plan with resourcing requirements to be shared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develop the core public health capacities for all countries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further to explore mecha-

nisms and options for objective analysis through self-assessment and, on a voluntary 

basis, peer-review and/or external evaluation for the requesting Member States.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

1. Welcomed the Director-General’s efforts to provide an initial conceptual plan for a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 to respond to outbreaks and emergencies with 

health consequences, as part of the dedicated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wider 

emergency response programme, which would unite and direct all WHO outbreak and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within the WHO mandate, across the three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Director-General, in sup-

port of countries’ own response;

2. Reiterated that WHo emergency response at all levels shall be exercis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with Article 2(d) of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Emergency Response Framework, and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be guided by an all-hazards health emergnecy approach, emphasizing adapt-

ability, 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humanitarian principles of neutrality, humanity,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nd predictability, timeliness, and country owner-

ship;

3.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HO building capacity in its area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drawing extensively on the capacities of other United Na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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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s and programmes, the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foreign 

medical teams and stand-by partners and the lead role of WHO in the Global Health 

Cluster;

4.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on progress on the establishment, coor-

dination and manag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programme, including the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 to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through the 138th Executive Board in January 2016.

Contingency fund

1. Welcomed the parameters described in document A68/26, which include the guid-

ing principles that must govern the fund, such as: size, scope, sustainability, oper-

ations, voluntary sources of financing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2. Decided to create a specific, replenishable contingency fund to rapidly scale up 

WHO’s initial response to outbreaks and emergencies with health consequences, that 

merges the existing two WHO funds, with a target capitalization of US$ 100 million 

fully fund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flexible within the fund’s scope;

3. Agreed that the contingency fund will reliably and transparently, including with re-

gard to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provide financing, for a period of up 

to three months, emphasizing predictability, timeliness, and country ownership; hu-

manitarian principles of neutrality, humanity,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nd 

practices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4. Decided that the contingency fund would be under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General, with disbursement at his or her discretion;

5.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review the scope and criteria of the contingency 

fund after two years of implementation, and include, in a report to be presented at 

the Seventie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7, proposals to improve the fund’s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6. Thanked Member States for contributions already committed to the contingency 

fund;

7.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approach donors to encourage contribution to 

the contingency fund, including through the next round of the financing dialogue;

8.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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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including amount raised and spent, value added and for what purpose, to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6, through the Executive Board at its 

138th session in January 2016;

9.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prioritize in-field operations in affected coun-

tries when using the contingency fund.

Research and development

1. Appreciated the key coordination role played by WHO for ongoing work in devel-

opment of vaccines, diagnostics and drugs for the Ebola virus disease;

2. Welcomed the development of a blueprint,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and 

relevant stakeholders, for accelera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pidemics or 

health emergency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eventive and cura-

tive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other relevant work streams within WHO;

3. Reaffirmed the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1. Welcomed the development of the robust, costed national health system recovery 

plans for Guinea, Liberia and Sierra Leone, which were presented at the World Bank 

Spring Meetings on 17 April 2015, as the basis for donor coordination and strategic 

investments;

2. Requested WHO to continue its coordination role in support of national admin-

istrations as they prepare for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high-level pledg-

ing conference on Ebola, to be held on 10 July 2015;

3. Acknowledged the leadership shown by the Ministries of health of the three coun-

tries in focusing, with support of WHO country officies, on early recovery through 

emphases 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activation of essential services, im-

mediate health workforce priorities and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4.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continue and enhance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in supporting Member States to be better prepared to respond to emer-

gencies with health consequences by strenghthening national healt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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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forward

1. Welcomed the Director-General’s commitment to reform the work and culture of 

WHO in emergencies with health consequences, and in particular to establish effec-

tive, clear command and control across the three levels of the Organization;

2. Welcomed the Director-General’s proposal to establish a small, focused expert ad-

visory group to guide and support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form of WHO’s work 

in emergencies with health consequences;

3.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on progress on these reforms, and on the 

other decisions taken herein, to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6, 

through the Executive Board at its 138th session in January 2016, and reiterated the 

request to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annually to the Health Assembly on all 

Grade 3 and United Nations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Level 3 emergencies 

where WHO has taken action.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2014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집행이사회 에볼라 특별세션 후속조치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2015년 1월 25일 개최된 집행이사회 특별세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상

기(想起)하고,

중간 평가

1. A68/25에 담긴 ‘에볼라 중간평가 패널(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의 예비보고서를 

환영한다;

2. ‘에볼라 중간평가 패널’의 노고에 감사한다;

3. ‘에볼라 중간평가 패널’에게 집행이사회 에볼라특별세션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업무를 지속해 

2015년 7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보건규정(2005)

1. 사무총장에게 국제보건규정(2005) 하에 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를 설립해 아래 목적

을 갖고 에볼라 사태와 그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보건규정(2005)의 역할을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a) 에볼라 발생에 대한 예방, 준비,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보건규정(2005)의 효과를 평가하되 특

히 신고(notification) 및 관련된 유인(誘因), 임시 권고안, 추가 조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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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국가 핵심 역량, ‘비상대응프레임워크’의 맥락과 연결고리, WHO의 기타 인도주의적 책임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b) 2011년 심사위원회의 권고안 실행 현황과 이것이 2014년 에볼라 발병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c) WHO의 대응을 포함, 국제보건규정(2005)의 기능, 투명성, 효과성,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단계

별 계획과 향후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및 일정을 권

고한다.

2. 사무총장에게 국제보건규정(2005)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국제보건규정(2005) 심사위원

회’를 소집하고 그 경과를 2016년 5월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한다.

3.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들 및 위험 국가들이 국가 핵심역량 요건을 충족시키고 국제보

건규정(2005)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합의한다.

4. WHO가 국제보건규정(2005)과 관련된 국가들의 핵심공공보건역량 개발에 관한 계획을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이를 제안할 것과, 자체 평가와 요청 국가에 대한 peer-review 

및/혹은 외부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메커니즘과 옵션을 연구할 것에 대한 ‘에볼라중간

평가패널’의 권고안을 확인한다.

글로벌 보건비상인력

1. 사무총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회원국을 위한 WHO의 감염병 및 비상사태 대응을 총괄하는 폭

넓은 비상대응프로그램의 조직과 기능의 일환으로서, 감염병 발생과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글로

벌 ‘보건비상인력’에 대한 초안을 제공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2. WHO 비상사태대응은 국제법, 특히 WHO 헌장 제2조(d)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비상대응프

레임워크(Emergency Response Framework)와 국제보건규정(2005)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융통성, 탄력성, 책임성, 중립성․인간성․비차별성․독립성과 같은 인도주의 원칙, 예측가능성, 

시기적절성, 국가 주도와 같은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범위해보건비상사태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

3. WHO가 비교우위를 점하는 영역에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다른 유엔 기관․기금․프로그

램, ‘글로벌 감염병 발생 경고 및 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외국 의료팀, 상시 대기 보건 파트너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보건 클러스터’에서

의 WHO의 주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사무총장에게 ‘글로벌보건비상인력’을 포함한 비상사태 대응 프로그램의 설립, 조정, 관리에 대

한 현황을 2016년 1월 제138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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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기금

1. 기금의 규모, 범위, 지속가능성, 운용, 자발적 분담금 재원, 관리 책임 메커니즘 등 비상기금의 

기본 원칙을 포함한 비상기금의 틀(parameters)에 대한 A68/26의 설명을 환영한다.

2.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나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회전

기금 형식의 비상기금의 설립을 결정했다. 이 비상기금은 자발적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화 1억  달러를 목표 자본으로 하며 WHO의 기존 두 기금

을 병합한다. 

3. 비상기금은 예측가능성, 시기적절성, 국가 소유권, 중립성․인간성․무차별성․독립성의 인도

주의 원칙, 선한 인도주의적 기부 관행에 강조를 두고 최대 3개월 동안 자금을 제공하며 - 재무보

고 및 관리 책임에 있어 -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 합의한다. 

4. 비상기금은 사무총장의 권한 하에서 사무총장의 판단 하에 지출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5. 사무총장에게 기금 집행 2년 후 비상기금의 범위와 기준을 재심사하고 2017년 5월 개최되는 제

70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비상기금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6. 비상기금에 이미 자발적 분담금을 제공한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7. 사무총장에게 다음 재정대화를 포함해 기회를 타서 여러 공여자들에게 비상기금에의 기여를 권

하도록 요청한다.

8. 사무총장에게 2016년 1월 개최되는 제138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2016년 개최되는 제69차 세계

보건총회에 비상기금의 모금액과 지출액, 부가된 가치 및 그 목적 등을 포함한 비상기금의 성과를 

보고토록 요청한다.

9. 사무총장에게 비상기금을 활용할 때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현장 사업 운영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도록 요청한다. 

연구․개발

1. 에볼라 감염병에 대한 백신, 진단제, 치료제의 지속 개발에 대한 WHO의 핵심적인 조정 역할을 

치하한다;

2. 감염병이나 보건 비상 상황 시 예방이나 치료 방안이 아예 없거나 불충분할 때 WHO의 관련 사

업 흐름을 감안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청사진을 회원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 자문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환영한다;

3. 공공 보건, 혁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액션 플랜’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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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스템 강화

1.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위해 튼튼하고 예산이 편성된 국가보건시스템복구계획을 개발

한 것을 환영한다. 이 계획은 공여자 조정 및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2015년 4월 17일, 세계은행

봄회의(World Bank Spring Meetings)에 제출된 바 있다;

2. WHO에게 2015년 7월 10일 UN사무총장의 ‘에볼라 관련 고위급서약회의(high-level pledg-

ing conference on Ebol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부를 지원해 조정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WHO 국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필수 보건서비스의 재가동, 보건인력 우

선순위 및 통합 질병 감시 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조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에볼라 감염 3개 국

가의 보건부가 보여준 리더십을 치하한다;

4. 사무총장에게 국가보건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WHO의 사업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향후 계획

1. 보건 비상사태에서의 WHO의 사업과 문화를 개혁하고 특히, WHO 조직 내 효과적이고 명확한 

명령․통제 체제를 수립하려는 사무총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2. WHO의 보건 비상사태 대응의 개혁 노력을 주도하고 지원할 소규모의 전문가자문그룹을 설립

하려는 사무총장의 제안을 환영한다;

3.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개혁과 여기에서 취해진 다른 결정들에 대해 2016년 1월 제138차 집행이

사회를 통해 2016년 5월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며 WHO가 개입된 

Grade 3 비상사태와 UN Inter-Agency 상임위원회 레벨 3 비상사태들에 대해 매년 보건총회에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제시된 요청을 다시 강조한다. 

(2015년 5월 26일,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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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상 기금

⧠ 결의안 EBSS3.R1

에볼라 사태에 대한 WHO의 대응을 점검하고 회원국의 지원을 결집하기 위해 2015년 1월 25일 

소집된 집행이사회 특별세션에서 이사국들은 결의안 EBSS3.R1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에서 집행이사회는 2009년 H1N1 감염병 사태로 인해 WHO의 국제보건규정이 제대

로 기능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보건규정 기능심사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제시된 바 있

는 ‘비상기금’의 설립을 결의하고 그 최종 승인을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의뢰했다. 아울러 사무총

장에게 이 ‘비상기금’의 구체적인 규모, 범위, 지속가능성, 운용, 재원, 관리 책임 메커니즘 등에 대

한 옵션을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비상기금’의 규모, 범위, 지속가능성, 운용, 재원, 관리 책임 메커니즘

에 대한 옵션을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하며 이 옵션에서는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이미 운용

되고 있거나 고려중인 다른 재정 메커니즘과 비상 기금들을 고려하고 WHO 기존 사업예산의 내부 

재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이 옵션은 ‘에볼라 중간평가패널’의 첫 보고서와 회원국들과의 자문 결

과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 배경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병이 확인되었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WHO가 사용할 수 

있던 재원은 정규예산과 비상대응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소규모의 단기재정(bridge financing) 

뿐이었다. WHO는 2014년 3월 27일과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에볼라 대응에 대한 자금요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약 7백만 달러가 기부되었으나 처리 절차로 인해 자금은 2014년 6월 5일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금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기상황이 

...

자원

47. 전쟁․전염병 발발과 비상사태 시  WHO의 우선순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자원이 신속히 재배정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

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48. WHO의 준비․감시․대응 사업에 적절한 자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제보건규정

(2005) 기능 심사 위원회’의 권고안 13–A64/10(2011)에 수록 –을 감안해 ‘비상기금(Contingency 

fund)’의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사무총장에게 ‘비상기금’의 규모, 범위, 지속가능성, 운용

(運用), 재원(財源), 관리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옵션과 더불어 기타 재정 메커니즘과 이미 운용 

중인 비상기금을 고려한 WHO의 기존 사업예산의 내부 재원 활용 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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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초기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신축

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에볼라 사태 뿐 아니라 다른 비상사태들에서도 열악한 보건 상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해당 국가, WHO, 보건 파트너들에게 발생될 장기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WHO 헌장 제58조에 따르면 집행이사회는 비상사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 ‘특별

기금(special fund)’을 설립할 수 있다. 1954년에 설립되어 1977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집행이

사회 특별기금’,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유행병에 대응해 2009년에 설립된 ‘공중보건 비상기금’

과 같이 특별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공중보건 특별기금’은 에볼라 사태를 

비롯해 초기 대응 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자립력이 부족하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미화 8만6천 달러에 불과하였다. 

2011년, 2009년 H1N1 유행병과 관련해 설립된 ‘국제보건규정 기능심사위원회’는 WHO가 언

제라도 쓸 수 있는 장소에 신탁으로 보관된 적어도 미화 1억 달러 정도의 공중보건 비상기금의 설립

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을 물품 구입보다는 ‘비상대응역량(surge capacity)’을 지원하는 일

에,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으로 선포된 사태에, 일부 혹은 전부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

다. 세계보건총회는 회원국들이 ‘국제보건규정 기능심사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을 지지하도록 촉구

했지만,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기 보다는 WHO의 사업예산으로 WHO의 비상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로 결정이 났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에볼라 발병 사태는 WHO가 비상 시 그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을 지원할 ‘비상기금(contingency fund)’의 필요를 공고히 했다. 집행이사회는 결의안 EBSS3.R1

에서 이러한 기금의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WHO가 그 헌장 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상 

대응 역량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적합한 재정이다. ‘비상기금’은 적합

한 규모, 범위, 지속가능성, 운용, 재원, 관리 책임 메커니즘을 갖추어 목적에 맞도록 설립되고 합의

된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 비상기금의 기본 원칙

WHO 재정대화에서 부각된 원칙들과 같은 일단(一團)의 원칙들이 WHO ‘비상기금’의 원칙이 되

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신축성(flexibility)이다. 비상사태 대응이 욕구(欲求)에 근거해 수행되

고 자금에 붙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금은 신축적이어야만 한다. 공여자가 신축적인 자

금을 기여하기 어려울 경우엔, 적어도 기여하는 자금의 활용 내역에 대해 WHO와의 논의․합의하

여 비상사태 대응의 사업과 재정이 일치(alignment)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기금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비상기금이 소진된 후 안정적으로 재 충당되도

록 하기 위해서는 공여자 기반이 넓어야 한다. 현재 WHO의 재정은 80%가 20여 공여자에 의해 충

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WHO의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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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공여자 기반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비상기금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欲求)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WHO가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하게 

될 기존 및 계획된 재정 메커니즘에 보완적이어야 한다. 비상기금은 기존 기금과 중복되기 보다는 

기존 기금에 더해지거나 기존 기금과 병합되어야 한다. 기존 기금에는:

(a) WHO의 신속대응예금(Rapid Response Account) - WHO 비상대응프레임워크수행

기준(WHO’s emergency response framework performance standards)과 비상사태표준운영

절차(emergency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에 따라 WHO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신속 

대응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됨. ‘신속대응예금’은 ‘회전기금(revolving fund)’

으로 최초 영국으로부터 미화 120만 달러가 들어온 후 계속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b) WHO-Nuclear Threat Initiative 비상사태대응기금(WHO-Nuclear Threat 

Initiative Emergency Outbreak Response Fund) - Nuclear Threat Initiative, 미국의 한 자

선단체, 그리고 WHO가 감염병 발발, 자연재해, 생물 무기 대응에 WHO와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의 전문가들을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됨.

(c) 아프리카, 미주,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역기금, 유럽과 서태평양 지역의 개발기금, 그리

고 동부지중해 지역에 곧 설립될 기금

(d) UN 중앙비상사태대응기금(UN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미국 질병관

리본부 CDC재단의 글로벌재해대응기금(Global Disaster Response Fund), IMF의 재해방지및구

호신탁(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World Bank가 고려 중인 유행병비상금

융지원제도(pandemic emergency facility) 등이 있다.

WHO에 대한 신뢰와 ‘비상기금’에 대한 공여자의 기여 의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투

명성을 위해서는 비상기금의 구조는 가급적 단순(simplicity)해야 한다.

효과성을 위해, 비상기금은 여러 면에서 적절하고(adequate),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available),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accessible) - 수 시간 내 - 승인과 지출 절차가 최대

한 간단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대응과 지역 간 대응의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특정 지

역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WHO 비상기금의 명백한 목적은 어떤 사태가 국제적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혹은 Grade 3 비상사태로 확

대되는 것을 조기에 막는 것이다.

⧠ 비상기금 옵션

○ 기금의 규모

WHO의 비상사태 대응 사업의 역사를 감안할 때, WHO 비상기금의 최소 자금은 WHO가 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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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2 혹은 그 이상의 비상사태에 6개월 간 동시 대응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 금

액은 과거 지출 내역과 강화된 WHO 비상 대응 역량, 사무총장의 글로벌 보건비상대응인력 계획, 

보다 공격적인 초기 단계 질병 발생 억제 및 통제 방안 등을 고려해 산출해 낼 수 있다. 

H1N1 유행병(2009)에 대한 대응에서 WHO는 최초 3주 간 미화 1500만 달러를 소비했다. 서아

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최초 6개월 간 WHO는 공여자로부터 미화 2691만 달러를 모

금했다.

비록 최초 몇 달 동안의 대응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에볼라 사태를 제외한 다른 Grade 3 비상

사태들에 대한 WHO 대응에서 2015년 4월 현재, WHO는  총 미화 2억8천만 달러를 모금했다.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경험들은 미화 1억 달러 기금을 제안한 ‘국제보건규정 기능심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기금과 재정 外 역량으로 WHO는 한 건 이상의 비상

사태가 발발해도 사태의 확대를 막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기금의 범위

비상기금의 범위는 WHO가 효과적인 비상대응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비상사태 대응 활동을 포함하지는 않아 ‘비상기금’이 비상 기금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WHO의 조직 경험, 결의안 EBSS3.R1의 의도, 비상기금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볼 때, 적절한 기금의 

범위는 Grade 2 혹은 그 이상의 비상사태로 한정되어야 한다. 

기금은 비상사태가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이러한 사태에 대한 WHO의 초기 대응 단계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유용성(有用性)을 높이기 위해 비상기금은 글로벌 보건비상인력의 동원과 고위험 

지역의 대응관련 준비 및 감시 사업을 포함, WHO 대응 사업의 전 양상을 지원해야 한다. 

WHO 전 조직 수준에서의 WHO 비상 대응 사업에 핵심 자금(core funds)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기금의 범위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비상기금은 WHO가 즉각 필요한 자금이 부

족해 대응 역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모금 등을 통해 자금이 들어오면 더 이상 비상기

금에서 자금이 인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금융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기금 대신 그러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기금은 모든 지출 항목(인건비, 관련된 로지스틱스 및 물품비, 여행경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야 하지만, 대량의 물품 구입이나 비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R&D 경비로도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성

기존 재정 메커니즘에서 기금의 이른 소진이나 재충당의 어려움에서 본 것과 같이 비상기금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이다. WHO의 비상사태기금메커니즘 중 가장 성공한 것들은 

WHO-Nuclear Threat Initiative비상사태대응기금과 WHO신속대응예금인데 둘 다 지출이 발생

하면 재충당될 것이 기대되는 회전기금이다.

비상기금이 지속가능하고 WHO의 지속적인 비상사태 대응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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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금도 회전 기금으로서 WHO 사무소에 상환융자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융자금은 각 복년도 말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탕감될 수 있다. 모금(appeals)과 외부 비상사태 재정

메커니즘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비상기금의 재충당 재원이 될 수도 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입장에서 장기공여협정(long-term donor agreements)(10-20년)을 

통해 비상기금의 최소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정은 최소한의 기금 자금을 확보할 뿐 아

니라 대형의 재난 사태가 발생해 기금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의 담보 역

할을 할 수도 있다.

○ 기금 운용

비상기금의 운용과 활용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충분히 쉬우면서도 관리책임과 투명성의 기본원칙

에 입각한 충분한 절차도 있어야 한다. WHO의 신속대응예금과 WHO-Nuclear Threat Initiative  

기금은 은 둘 다 성공적인 재정 메커니즘인데 – 기금의 규모는 각각 미화 백만 달러와 50만 달러 미

만으로 미미함 – WHO의 관련 사업부서장이 지역 및 국가 사무소와의 자문을 통해 내린 결정에 따

라 등급이 확정된 비상사태 대응에 지출이 이루어진다. 지출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필요하지만 관료

적 절차는 최소한으로 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신속한 자금 공급이라는 목적을 성취한다.

단순성을 위해 비상기금은 WHO 본부에 있던 기존의 기금 – 그러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
을 대체해야 한다. Nuclear Threat Initiative 기금과 신속대응예금으로부터의 교훈을 살리기 위

해서 비상기금은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 

비상대응프레임워크의 등급시스템을 비상기금의 지출 유인(誘因)으로 활용하면 알려진 수행 기준

에 따른 즉각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투명하고 신속한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국

제보건규정의 국제적 수준의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 자동으로 Grade 3가 됨 - 을 수용하는 것이다. 

○ 기금의 재원(財源)

의무 분담금으로 재원을 삼기에는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WHO 

비상기금은 자발적 분담금을 그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여 기반을 넓혀 

전통적 양자 공여자, 인도주의적 공여자, 재단,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공여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것

이다. 공여의 형태로 공여자가 기금을 소유하되 합의된 지출사유 발생 시 WHO가 자금을 인출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부주체 참여 방식을 감안해 WHO의 정책 틀 속에서 민간의 공여도 가능하다.

○ 관리 책임(Accountability)

기금의 관리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기금은 WHO의 재무규정 및 규칙에 종속되고 

사무총장의 위임권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 동시에 신속한 활용을 위한 신축성이 내재될 것이다. 

WHO의 지배기구들은 비상기금을 감독하고 기금의 재정, 집행, 성과에 대한 정보를 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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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28-en.pdf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내용 

○ 2016-2030 말라리아 글로벌 기술전략 초안 보고 (136차 집행이사회)

 

  <논의 경과>

○ 2012년 제131차 WHO 집행이사회에서는 2016-2030 ‘말라리아 관리 및 퇴치’를 위한 기

술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Global Malaria Programme을 요청함

○ 2013년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기술전략 초안이 필요함을 제

안하였음

○ 2014년 9월, 말라리아 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기술전략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하였으

며, 이후 주요 전략지침이 유럽지역위원회 64차 회의(2014년 9월 15~18일, 코펜하겐) 및 

아프리카 지역위원회(2014년 9월 1~2일, 브라자빌)의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논의됨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EB136.R6. 결의안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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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현재 97개 국가에서 약 32억 명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처해있고, 2013년에는 584,000명이 말

라리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발생은 5세 이하의 아동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WHO가 권고 및 개입 이후, 전 세계 말라리아 사망률은 47%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52개 국가가 2015년까지 말라리아 부담을 75%까지 낮춘다는 세계보건총회의 목표달성을 향

해 나아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항말라리아 약제 내성 원충 및 살충제 내성 모기 출현이다.  또

한 발생지역에서의 열악한 질병감시 및 제약 관련 규제와 같은 의료체계의 취약성, 적절한 기술 및 

인적자원의 부재,  말라리아 원충의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 다양한 매개체와 이의 생태학적 장애 등

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6~2030 말라리아 전략초안은 각국에 말라리아 퇴치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전에 

필요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즉 말라리아 완전 퇴치 과정이 독립적 단계가 아닌 유기적인 

과정이며, 말라리아 위험도에 따른 지역계층화와 함께 프로그램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

울러 2020년, 2025년, 2030년에 맞는 단계별 사업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사무국은 세 가지 핵심사항과 두 가지 지원요소를 제안하였다. 핵심1은 말라리

아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즉 모든 핵심적 말라리아 개입(주

로매개체방제, 화학적방제, 진단테스트 및 치료)을 감염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 접근성 보장이다. 그리고 지역별 상황에 맞춘 개입을 실현, 말라리아 위험도에 따른 계

층화, 또한 지역에 기반한 진단 테스트 및 치료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핵심2는  말

라리아 근절 및 완전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로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입확대와 더불

어, 모든 국가에서는 질병퇴치, 특히 전염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3: 말라리아 감시 체계의 강화는 말라리아 관련 계획과 이행을 프로그램화 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며, 말라리아퇴치의 진척을 가속화 해주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이다. 

효과적인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갖추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자원 제

공, 프로그램 적용의 격차를 확인 및 발병을 감지하며,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여 계획과 이행 프로그

램의 변화를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원요소 1 (혁신기술 활용 및 연구 확대), 지원요소2 (실현 

가능한 환경 강화)를 제안하였다. 

사무국의 역할로서는 지속적으로 규범적 지침, 정책권고 및 이행지침을 설정 및 전파, 회원국의 

2016~2030 말라리아 전략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말라리아전략의 검토와 갱신을 지도할 것이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말라리아 현재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검증된 혁신적인 수단과 

전략을 통합하여 글로벌 기술지침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시의적절한 물품의 조달이 가능하도

록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매개체 방제에 필요한 제품 및 화합물에 대한 권고사항을 평가, 진단법 및 

항말라리아 약품을 평가 및 모니터 하는 등  말라리아를 완전 퇴치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지식을 확

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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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pleased that the draft of the global technical strategy 

for Malaria 2016-2030 has been completed. We agree to the need for the post-2015 

strategy, and fully support its adop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actively join the efforts to reduce the incidence and mor-

tality rates of Malaria by 2030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y. To this end, we will 

collaborate with WHO, APMEN (Asia Pacific Malaria Elimination Network) and APLMA 

(Asia Pacific Leaders Malaria Alliance) and other global Malaria elimination projects to 

eliminate Malaria worldwide through technical collabor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Also, we may contribute to developing new drugs against artemisinin resistance, which 

serves as a major obstacle to eradicating Malaria.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2015 이후 세계 말라리아 퇴치 전략 마련의 필요성 대두(WHA66/2013/REC/3) 

○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기술 전략 2016-2030 채택(WHA68.2)

－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발생률 및 사망률 90% 감소, 35개국 이상에서 새로이 퇴치, 2015

년 현재 말라리아 퇴치 국가에서 이후 재도입 방지가 목표   

2. 주요국 발언

중국

아프리카에서 약제 감수성 감시가 필요하며, 특히 아르테미신 내성 말라리아에 대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함. 중국은 말라리아의 관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중국 약제와 

진단 검사법을 보유하고 있어 WHO가 이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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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말라리아 퇴치 연합(Asia Pacific Leaders Malaria Alliance, APLMA)

의 주도국으로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개별 국가-지역-세계적으로 일관적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

에 기여하겠음 

필리핀

말라리아 관리 및 퇴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민관협력이 필요

미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설정과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함. 

 

영국

이제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높은 수준의 감시체계와 기술적

인 지도, 지역적 맥락에 따른 국가 별 각색 과정이 필요함.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2016~2030 말라리아 글로벌 기술전략 초안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핵심 3요소와 지원 2요소는 

말라리아와 관련된 모든 사람, 국가, 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며, 사무국 또

한 기술전략의 이행에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도 말라리아 퇴치

를 위한 기술전략에 연구와 지식 공유를 통하여 협조할 할 것이다. 

2. 대응 전략 

한국은 삼일열말라리안 발생하며, 삼일열말라리아에 대한 약제내성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으

며, 현재 퇴치단계에 들어서 있다. 또한 WHO의 협조로, 신풍제약에서는 말라리아 신약개발을 시도

한 바 있다. 앞으로 삼일열말라리아의 퇴치 및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말라리아 퇴치에 대

한 전략을 강화하고, 약제내성을 모니터함과 동시에 신약 개발, 백신 개발 등의 R&D 부문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계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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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29-en.pdf

⧠ 주요 논의 경과

○ 2015년, 제136차 WHO 집행이사회

－ 뎅기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중보건학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뎅기 예방 및 관

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제기

⧠ 제68차 보건총회 의제 내용

○ 뎅기는 최근 몇 년동안 WHO의 모든 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발

생수는 과소보고 되어있고 많은 사례들이 잘못 분류되어 있음

○ WHO 지역별 뎅기발생 현황

－ 모든 지역에서 급속하게 뎅기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지역: 약 18억 명이 감염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뎅기의 부담이 가장 높은 곳

임

○ WHO 글로벌 뎅기 예방 및 관리전략 (2012-2020)

－ 2012년 대비 2020년까지 뎅기열 사망률 50% 및 발생률 25% 감소를 목표로 하여 아래

의 다섯 가지 구체적 전략을 제시  

    ․ Diagnosis and case management

    ․ Integrated surveillance and outbreak preparedness

    ․ Sustainable vector control

    ․ Future vaccine implementation

    ․ Basic; operational and implementation research

○ 뎅기는 모든 국가에서 복잡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간주되어 다부처의 지원과 참여와 국가 

간 긴 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보고서(지역별 현황 및 글로벌 관리전략)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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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뎅기열은 전세계적으로 약 2.5백만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중 약 1.8백만명(7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

화, 국제적 교류의 증가 등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전에는 발

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발생지역 또한 확대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뎅기 발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태지역의 경우 뎅기 발생은 많으나 대응역량 부

족 및 높은 인구 도 등으로 인해 뎅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WHO는 2008년 아시아-태평양 뎅기열 관리자 회의를 통해「Dengue Strategic 

Plan for the Asia Pacific Region(2008-2015)」을 수립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뎅기에 

대한 방어력 고양, 신속한 환자 발견 및 조치 등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뎅기 유

행을 방지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뎅기열 발생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0년 제

61차, 2011년 제62차 WHO, 2014년 제65차 서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서태평양지역에서 

풍토화되어 지속 발생중인 뎅기열이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언급하

였으며, 2008년에 수립된 「Dengue Strategic Plan for the Asia Pacific Region 

(2008-2015)」에 따라 뎅기 감시강화, 회원국 간 뎅 발생 정보 공유, 매개체 감시 및 관리, 

발생 관리 및 대책, 뎅기 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2015년 제136차 WHO 집행이사회에서는 뎅기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중

보건학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뎅기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을 제기한 바 있다.   

⧠ 주요내용 요약 

○ 뎅기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강우량, 온도,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강하

게 영향을 받아 열대지역에 널리 퍼져있고, 최근 몇 년동안 WHO의 모든 지역으로 급속하

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3억9천만명이 뎅기에 감염되었

고, 그 중 약 1억명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WHO의 세 지역에서 연간 

뎅기발생수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에 2백4십만명 감염으로 보

고되었던 뎅기발생수가 2013년에는 3백만명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뎅기의 주요 매개체의 분포는 전세계적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현재 150개국 이상에 존재하

고, 국제교류와 물품 이동 등은 뎅기 매개체의 전파를 더욱 촉진하였다. 그 중 뎅기로 인한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약 18억명이 감염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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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뎅기에 대응하기 위해 「Dengue Strategic Plan for the Asia Pacific 

Region(2008-2015)」과 「Asia Pacific Strategy for Emerging Diseases(2010)」을 이행

중에 있다.

○ WHO 지역별 뎅기발생 현황

－ 서태평양지역(The Western Pacific Region):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사례가 보

고되고 있고, 2013-14년 동안 피지를 비롯한 30년 동안 뎅기 사례 보고가 없었던 국가

에서 혈청형 3 타입 바이러스 및 치군쿠니야, 지카 등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 유럽지역(The European Region): 25개국 이상에서 흰줄숲모기(A. albopictus)가 빠

르게 전파중에 있으며, 2010년 크로아티아와 프랑스에서 국가 내 토착사례 발생 및 유럽 

여러 국가에서 유입사례 보고되었고, 2012년 포르투갈 Madeira 섬의 댕기 발생은 

2200명 이상 감염되고 17개의 유럽국가들에게 유입되었다. 

－ 동남아시아지역(The South-East Asia Region): 국가별 발생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풍

토병처럼 뎅기 발생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오직 8개국에서 뎅기발생이 보고되었으나, 

2009년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지역 내 회원국에서 뎅기발생이 보고되었다.

－ 동지중해지역(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뎅기는 신종감염병으로 여겨지

며, 보통 홍해와 접경지역 국가들의 해안가에서 발생하며,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

멘에서 뎅기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

－ 아프리카 지역(The Africa Region): 현재 22개국에서 발생 보고 되고 있으며, 혈청학적 

조사에 따르면 뎅기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진자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아프라카의 많은 

지역에서 뎅기가 이미 풍토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인들 사이에서의 인식 부족, 

다른 발열질환의 존재, 감시체계의 부재로 인한 진단과 보고 등의 이유로 아프리카에서 

과소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아메리카 지역(The Region of the Americas): 1970년대 황열 박멸 캠페인 진행 시 이

집트숲모기(A.aegypti)를 제거하면서 뎅기 바이러스 전파가 중단되었으나, 1980년대 

감시와 매개체관리 프로그램의 부진으로 뎅기열이 재발생하였다. 캐러비안지역, 중남미

는 현재 토착화된 전파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들은 WHO/PAHO

의 지원하에 뎅기 예방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뎅기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

을 진행 등의 뎅기 관리를 수행중에 있다. 

○ 뎅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관리전략 2012-2020(Global strategy for dengue 

prevention and control 2012-2020)은 2012년 대비 2020년까지 뎅기열 사망률 50% 

및 발생률 25%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가지 요소를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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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gnosis and case management: 초기 임상 및 실험실적 진단과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 

임상에서 뎅기열을 관리하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뎅기열 사망 케이스를 제로에 가깝

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환자관리는 중증질환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진단이 필수적이다. 

(b) Integrated surveillance and outbreak preparedness: 감시는 뎅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로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평가 및 역학적 양상 등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역학 및 매개체 감시는 뎅기 유행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뎅기 감시 시스템은 국가 정보

시스템의 일부로서 모든 감시 시스템과 조화 필요하다.

(c) Sustainable vector control: 현재 뎅기열 발생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매개체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발생 초기 단

계에서 뎅기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가능하나, 발생초기 이후 단계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재 매개체 관리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방법으

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d) Future vaccine implementation: 뎅기를 예방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을 활

용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중인 3개의 생균백신은 2상 및 3상 임상 시험단계에 있으며, 다른 3개의 백

신은 임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이중 가장 좋은 백신후보는 황열 바이러스에 기반하여 개발되었

으며, 해당 백신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의 3상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WHO는 해당 백

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백신이 허가된다면 예방접종 전문가 그룹은이 

WHO에 뎅기 백신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e) Basic; operational and implementation research: 새로운 진단방법 및 매개체 관리 도

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개체 내성관리, 백신 연구 등에 집중하며, 새로운 매개

체 관리도구 개발 및 뎅기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글로벌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 시스템과 협력하여 지역 수준의 관

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의사

결정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통합 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범국가적으로 뎅기 감소

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 뎅기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각 국의 지역 보건시스템(local health system)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통 뎅기 발생과 사례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인력, 예산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감시, 예방, 관리 수단의 구축, 정보 교환,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 보건시스템의 의무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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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통과 운송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뎅기 바이러스의 전

파위험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제 뎅기는 모든 국가에서 복잡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간주

되어 다부처의 지원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혈청타입의 뎅기 

출현과 준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각 국가별 정보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WHO 

사무국은 글로벌 전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뎅기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발언

There are around 100 to 200 reported dengue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ll of 

them are imported from overseas. However, chances of turning to be endemic in the 

country have raised, considering the increased volume of international travellers, rap-

id climate change, and the trends of dengue incidence in neighbor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rategy for Dengue Prevention and Control 

2012-2020, the Republic of Korea is working hard for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regarding imported dengue cases. We are also preparing for possible future in-

digenous transmission by monitoring the vector mosquito habitat and viral infection 

through a vector management policy.

Dengue is the public health issue of international concern. This is driven by in-

creased global trade as well as the rapid spread of the vectors and disease due to cli-

mate change. Thus, member states must establish a close coordination to prevent and 

control dengue by sharing information of virus and dengue cases. Furthermore, we call 

for WHO’s active leadership regarding this issu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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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전 세계 뎅기 발생 및 관리 현황 점검

○ 뎅기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무국의 현황 보고에 대한 각국의 의견 개진

2. 주요국 발언

중국

중국에서는 2014년 4만 6천여 명이 발생한 뎅기 유행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다 견고한 전략과 

감시체계, 매개체 관리 및 예방을 마련하였음. 중국은 뎅기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

고 있음. 

 

일본

뎅기 지침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협력과 예방, 관리가 필요함. 일본은 작년 뎅

기 유행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전략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음.  

호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이 질환의 역학에 영향을 주고 있음. 호주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 대한 지역 전략 계획으로 이 질환에 접근하고 있음.   

미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뎅기 퇴치 전략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예방책 마련이 중요함. 아울

러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적절한 중환자 치료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코트디부아르

뎅기와 말라리아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진단 도구 공급이 필요함. 뎅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

되는 지카 바이러스, 치킨구니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기초 보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간의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WHO 사무국 

매개체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고안하고 있는 중이며, 뎅기 관리 지침은 올해 말 정리하여 마련 

예정임. 치킨구니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지침은 오히려 혼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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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 우려됨. 뎅기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SAGE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음.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 교통과 운송 발달 등으로 인해 매개모기 서식지가 확대

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뎅기는 하나의 국가적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뎅기가 주요 발생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서태평양지역의 30개국 이상에서 뎅기 발

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에 뎅기 발생이 없던 국가에서도 뎅기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

나 해당지역은 지역보건시스템 취약,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뎅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적 대응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WHO에서는 전세계적 글로벌 전략을 수립

하여 각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2. 대응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약 100~200건 내외로 해외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기

후변화, 매개체 서식지 변화 및 주변국의 발생양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발생 가능성이 한 층 

더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뎅기의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 숲모기는 서식하지 않고 있으나, 그 

외에 뎅기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도 필요

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외 위험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에 대상 뎅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며, 위험국가에서 입국시 발열감시 등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한 국내 서식하는 뎅기 매개모기 서식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며, 

뎅기 관련국 간 정보공유 등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뎅기 발생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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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0-en.pdf

⧠ 주요 논의 경과

○ 제 65차 세계보건총회(’12.5월) 글로벌 백신실행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결의 및 매년 경과 모니터 및 평가 보고 요청(제 65-71차 세계보건총회) 

○ 제 66차 세계보건총회(’13.5월) 독립적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SAGE)의 감독 하 실행계획 

경과 검토, 보고, 모니터, 평가 및 관리 체계 제시 

○ 제 136차 집행이사회(’15.1월) 2014 GVAP 평가보고서 검토

－ 백신 접종률 향상, 데이터 질 관리, 백신 공급 안정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통합 관

리,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결론

－ 새로운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국가예방접종자문기구의 강화 등은 긍정적인 효과

－ 그러나, 여전히 GVAP의 6가지 전략 목표 중 5가지의 성취가 요원

         : 폴리오 2차 전파 차단, 모성/신생아 파상풍, 홍역, 풍진 퇴치, DTP3 접종률 유지

－ 매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GVAP의 성공적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 분석 및 각 권고

안 제시 계획

－ 전 세계의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세계보건기구는 종합적 평가와 

권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할 예정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2014 GVAP 연례보고서를 통한 경과 보고 내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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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제 65차 WHO 총회)  ‘Decade of Vaccines(2011-2020)’의 목적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

신행동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이 제안되었으며,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제시된 구체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체계와 세부 지표 및 목표가 논의되었다.

○ (제 134차 집행이사회) 대부분 이사국이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에 동의하며, 예방접종률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감시자료의 질적수준 향상 및 폴리오, 홍역 등 질병 퇴치(또는 

박멸)를 위한 국가별/국제기구(GAVI 등) 간 지속적 협력노력 강조, 백신 공급 및 가격에 대

한 WHO 조정 역할을 주문하였다. 

○ (제 67차 WHO 총회) SAGE의 2013년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데이터 

품질 향상, 예방접종률 향상, 질병 퇴치․박멸을 위한 노력 가속,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국가 

오너십 강화 강조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WHO의 지원과 중재역할을 요청하였다.

○ (제 136차 집행이사회) SAGE의 2014년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평가 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백신 접종률 향상, 데이터 질 관리, 백신 공급 안정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GVAP의 성공적 이

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주요내용 요약 

[2014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평가 보고서]

1. 2011-2020 Decade of Vaccines 추진 관련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함으로써 폴리오 박멸, 모성 및 신생아 파상풍 퇴치, 홍역 및 풍진 퇴치하고, 

예방접종 백신의 최대 잠재력 실현하는 것이다. 

2. SAGE는 많은 회원국 및 일부 지역에서 NITAG(National Immunization Technical 

Advisory Group) 설치 및 강화, 신규 백신 포함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4년 말

부터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GVAP의 6개 목표 중 5개(폴리오바이러스 전파 차단, 모성/

신생아 파상풍 퇴치, 홍역 및 풍진 퇴치, DTP3 접종률 달성)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계획 추진

을 권고하였다. 

3. SAGE는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 문제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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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이행

○ GVAP 이행 관련 SAGE 권고사항

      ① 2015년 제 68차 총회에서 사이드 회의를 개최하여 DTP3 접종률 80%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과제, 계획 및 세부일정 등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② 2015년 말까지 모성 및 신생아 파상풍 퇴치 목표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권고하였다. 

      ③ 모든 지역과 회원국은 GVAP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백신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권고하였다. 

      ④ 회원국은 보건의료인이 예방접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의하고 

공유해야 할 책임을 권고하였다. 

      ⑤ 회원국은 시민사회 기관에 예방접종서비스 향상 및 전달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 증진 

및 책임 소지 설정하도록 권고하였다. 

      ⑥ 모든 회원국은 홍역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 모니터 및 평가를 위해 NITAG 검토 

후에 국가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지역은 지역 기술자문단(TAG, Technical 

Advisory Group)의 검토 후에 지역 인증위원회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⑦ GVAP 사무국 기관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GAVI, NIAID, WHO 및 UNICEF)들은 

평가 보고서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시정 조치에 동의를 권고하였다. 

      ⑧ GVAP 사무국 기관장들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백신 실행계획 이행 관련 미진 사항, 

계획 수립 등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⑨ SAGE의 GVAP 평가 보고서는 2020년까지 WHO 총회 의제의 상설 항목으로 유지하도

록 권고하였다. 

⧠ 데이터의 질 관리 및 사용 독려

○ 데이터의 낮은 질과 저조한 사용률은 프로그램 관리 및 개선에 주요한 방해요인이다.

○ 데이터의 질 관리 및 사용 독려 관련 SAGE 권고사항

      ① 정부는 행정구역 수준에서 데이터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

한 이해와 관리 강화를 위해 데이터 사용을 권고하였다.    

      ② 테크니컬 기관은 회원국이 제한된 인적자원으로 데이터의 사용 및 질 향상을 위한 실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권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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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공급 및 가격 안정화

○ 백신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관련 SAGE 권고사항

      ① 테크니컬 기관은 국가의 백신 부족 상황이 지역의 백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백신 

부족 상황의 원인에 대한 긴급한 조사 및 평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회원국은 백신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WHO와 공조하여 백신 가격 정보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테크니컬 기관은 회원국의 백신 가격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 향

상 지원하도록 하였다. 

⧠ 통합 관리의 실패

○ 통합 관리 실패는 보건의료인이 예방접종 외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 SAGE의 권고사항

         ① 회원국은 예방접종 누락자의 접종 향상 방안 관련 연구 수행 및 누락률 감소를 위한 법

률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② WHO는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이행하고 예방접종 누락률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였다.  

         ③ 회원국은 보건의료인이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에 대한 WHO 또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이

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부적절한 예방접종 제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발열의 

경우 예방접종 절대 금기사유가 아님).

⧠  예방접종에 지장을 주는 상황 

○ 전쟁이나 감염병 유행(최근 에볼라 사례 등) 발생에 따라 백신 공급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상황은 항상 존재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SAGE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서비스가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에 대해 WHO가 ‘인도적 차원의 긴급원조지원 관련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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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commend WHO's leadership and enormous en-

deavo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eliminate vaccine-preventable diseases (VPDs) 

and to reduce their global burden, including WHO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SAGE, 

UNICEF, and GAVI.

Since 2002,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perating the web-based integrated im-

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We believe that this system may serve as one of the 

best practice models for coping with the issue of poor data quality and use, which was 

highlighted in the 2014 assessment report on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by SAGE. 

The system allows vaccine providers to register the vaccination records online, using 

user-friendly web tool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This data is monitored on a 

real-time basis by public health centers as well as provincial an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making it possible to trace individuals’ immunization records permanently. 

Furthermore, public health centers use the system to identify unvaccinated people in 

each jurisdiction, and encourage them to get vaccinated.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has achieved vaccination coverage of 99.8% among all young children regarding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vaccines, and we'd be pleased to share our expe-

rience with other member states.   

Also,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e adoption of the draft resolution for vaccine 

affordability proposed by Libya. Infectious diseases are a serious health issue that go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They have become global health security issues relating 

to high global mobility, as witnessed in the spread of measles and polio recent days. 

Thus,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will contribute to maintaining high population 

immunity in al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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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기본예방접종의 확대와 보편적인 예방접종 접근성 확보를 통한 접종률 향상

○ 감당 가능한 예방접종 가격 달성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 비대상국들을 포함한 중․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가격 

정보의 부족으로 백신 조달 어려움 

－ 예방접종률 향상에 있어 가격 정보 불충분 공유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행동을 강하게 촉구   

⧠ 논의 결과

○ 백신 가격 투명성 관련 결의안 채택

－ 각 회원국들의 백신 가격 공개와 투명한 결정 절차 체계 확립의 중요성 부각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논의 1주일 전에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 미국, 캐나다는 충분한 검토 시간 부족을 들어 이 결의안의 채택을 다음 총회로 연

기하기를 요구했으나, 태국, 브라질, 이란, 아르헨티나, 중국 등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이번 총회에서 채택

2. 주요국 발언

브라질 

백신에 대한 모든 국민의 접근성이 중요함. 그런 차원에서 백신가격 또는 구매가격을 정하는 방식

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누구나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접근성이 보장될 것임. 아울러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전략자문그룹(SAGE)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안전하고 양질의 백신의 포함범위

를 넓혀야 함 

미국

미국은 전 세계 백신 사업에 상당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음. 아메리카지역(PAHO)의 리볼빙 펀드

가 백신 조달 안정에 있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결의안의 도입이 기존의 운영 기전을 해치지 않을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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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양질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백신의 공급을 위해서는 투명한 가격과 구매 관련 절차의 확보가 핵심

일본

새로운 백신이 기본 예방접종으로 도입되는 것은 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나 점진적인 도입이 필

요. 특히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백신개발에 핵심적인 가치로 이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

해서 반대하고 관련 문구의 삭제 요청

에티오피아

예방접종은 복원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에 필수적인 영역임. 예를 들어 에볼라 유행에 백

신이 있었다면 관리가 더 수월했을 것임. 아울러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에 대한 기본예방접종을 위한 

충분한 백신의 공급확보는 여전히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 

 

인도네시아

백신 가격 투명성 관련 결의안을 지지하며, 적절한 공동 이용 백신 조달 등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고안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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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의안 WHA 68.6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WHA68.6 

Agenda item 16.4                                                                                                    26 May 2015 

Global vaccine action plan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mmunization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s in pub-

lic health and access to immunization as a key step towards access to health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Acknowledging the progress made in global immunization and the commitment under the 

2011–2020 Decade of Vaccines to achieve immunization goals and milestones; 

Recalling resolutions WHA58.15 and WHA61.15 on the global immunization strategy, reso-

lution WHA65.17 on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resolution WHA61.21 on the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esolution WHA54.11 on 

the WHO medicines strategy and resolution WHA67.20 on regulatory system strengthening for 

medical products; 

Noting with concern that globally immunization coverage has increased only marginally since 

the late 2000s; and that in 2013 more than 21 million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did not com-

plete the three-dose series of diphtheria-tetanus-pertussis (DTP) vaccine; 

Recognizing that the availability of new vaccines against important causes of vaccine-prevent-

able diseases such as pneumonia, diarrhoea and cervical cancer can prevent leading causes of 

childhood and women’s death; 

Acknowledging that successful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mes require sustainabl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of Member States; 

Appreciating the contributions of WHO, UNICEF, the Gavi Alliance, and all partners in their 

efforts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new vaccin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 i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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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ation services; 

Concerned that inequities between Member States are growing, inter alia, due to the increased 

financial burden of new vaccines and based upon those that are eligible or ineligible fo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global partners;  

Concerned that many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access 

newer and improved vaccines, particularly because of the cos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and in-

troduction of these vaccines; and concerned at the increase of costs of overall immunization pro-

grammes because of increase in price of the WHO-recommended vaccines; 

Recognizing that publicly available data on vaccine prices are scarce, and that the availability of 

price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facilitating Member States’ efforts towards introduction of new 

vaccines; 

Recalling many Member States’ interventions on the Health Assembly’s immunization agenda 

item each year, expressing concern over the unaffordable cost of new vaccines and appealing to 

the global community to support strategies that will reduce prices; 

Recalling the WHO global framework for expanding access to essential drugs, and its four com-

ponents: the rational selection and use of medicines, reliable health and supply systems, sustain-

able financing, and affordable pric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to reduce prices and the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manufacturer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produce WHO-pre-

qualified vaccines and create a competitive market; 

Stressing the critical life-saving role of vaccines and immunization programmes and striving to 

make immunization available to all; 

Noting with concern the global shortage of certain traditional routine vaccines, for example 

BCG vaccine and combined measles-rubella vaccine; 

Acknowledging that shortages of vaccines are quite often an important cause of disruption of 

vaccination schedules and tha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and sustainable vaccine 

production, supply, procurement and delivery systems is essential to ensure access to all the neces-

sary vaccines of assured quality at the right time; 

Concerned that scepticism against vaccination is continuing to grow in society despite th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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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 efficacy and safety of modern vaccines, and that many children do not receive life-saving vac-

cines as a result of insufficient information to parents or health care workers or even of active an-

ti-vaccination propaganda, 

1. URGES Member States:

(1) to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for the introduction of vaccines into na-

tional immunization schedules and for sustaining strong immunization programm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2) to strengthen efforts, as and where appropriate, for pooling vaccine procurement volumes in 

regional and interregional or other groupings, as appropriate, that will increase affordability by 

leveraging economies of scale; 

(3) to provide, where possible and available, timely vaccine price data to WHO for publication, 

with the goal of increasing affordability through improved price transparency, particularly for new 

vaccines; 

(4) to seek opportunities for establishing national and regional vaccine manufacturing capac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that can produce to 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including 

WHO-prequalification; 

(5) to create mechanism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parable information on government 

funding for vaccine development and work towards strategies that enhance public health benefit 

from government investments in vaccine development; 

(6) to support the ongoing efforts of various partners coordinated by WHO to design and imple-

ment the strategies to address the vaccine and immunization gaps faced by the low- and middle-in-

come countries that request assistance; 

(7) to improve and sustain vaccine purchasing and delivery systems in order to promote the un-

interrupted and affordable safe supply of all the necessary vaccines and their availability to all im-

munization service providers; 

(8) to strengthen immunization advocacy and provide training to health professionals and in-

formation to the public regarding immunization issues in order to achie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and risks of immu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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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1) to explore ways to mobilize funding to fully support collaborative effort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donors, and vaccine manufacturers in order to support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accessing affordable vaccines of assured quality in adequate supply; 

(2) to continue developing and adequately managing publicly available vaccine price databases, 

like the WHO Vaccine Product, Price and Procurement project, working with Member States to 

increase availability of price information; 

(3) to monitor vaccine prices through annual reporting of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4)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facilitate financial resources for establishing pooled pro-

curement mechanisms, where appropriate, for use by Member States; 

(5) to strengthen the WHO prequalification programme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up-

port developing countries in capacity build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upstream to downstream vaccin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strategies that foster 

proper competition for a healthy vaccine market; 

(6) to report upon technical, procedural and legal barriers that may undermine the robust com-

petition that can enable price reductions for new vaccines, and address other factors that can ad-

versely affect the availability of vaccines; (7) to assist in mobilizing resources for countries that 

request assistance in the introduction of new vaccines in line with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8) to continue to assist Member States to improve and sustain their vaccine delivery systems 

and to continue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Member States to strengthen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ir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vaccination programmes; 

(9) to report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is resolution to the Health Assembly through the 

Executive Board in the annual report on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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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국가 간 백신가격의 투명한 공유는 중․저소득 국가, 특히 GAVI 비대상국들의 백신 확보에 결정

적이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동시에 최대한 증가시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퇴치를 이룩해야 함

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가격 투명성에 대해 입장이 상이하다. 이번 총

회에서는 브라질, 태국, 리비아 등 중․저소득 국가들을 주축으로 결의안이 추진되었고, 미국, 캐나

다, 일본 등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의결되었다. 

정부들과 제조사들과의 관계, 자국 백신 산업의 보호 등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의 결

의안 이행 정도와 진행상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2. 대응 전략 

국내 백신 계약 가격은 2014 WHO/UNICEF 연례합동조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전 세

계 백신 가격 정보가 공개되어, 경제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면 한국은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으

로 백신을 공급받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연구 개발비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

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회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백신실행계획의 국가 단위 이행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사업 운영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SAGE가 지적한 장애요인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국내의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전 세계

의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하여 국내 발달된 예방접종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리더

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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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1-en.pdf

1. 의제 개요

⧠ 제 135차 집행이사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한 요소로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 내

용을 포함한 개정된 보고서를 제 136차 집행이사회 때 의제에 포함하기로 계획함. 2015년 68

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의제번호 17.1로 채택되었음

2. 논의 경과 내용

⧠ 제 134차 집행이사회 및 제 67차 WHO 총회 논의 경과 내용

○ WHA60.29 결의안에서 보건총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보건의료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The world health report 2010은 비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요소인 약제와 기술에 쓰이는 낭비적 요소를 지적함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정구조와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WHA64.9 결의안에서, 재정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과 평가의 적절한 지침을 제안함 

○ 보장성을 확대하려 할 때는,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어떤 중재와 기술을 

언제, 누구를 위해 선택하고 제공할 것인지를 의사 결정해야 함

⧠ 제 135회 WHO집행이사회 논의 경과 내용

○ 집행이사회의 동의에 따라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 부분을 보편적 의료보장의 요

소로 포함시킴

○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별도의 재정투입에 대한 강조 및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응급의

료 분야에 대한 교통범칙금 기금 투자 언급. 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에 

동의. 국가 단위의 수술치료를 강화한 정책 경험과 지식 공유에 대한 기회를 요청함

⧠ 제 136회 WHO집행이사회 결의문 내용

○ 68차 총회 참여 회원국들에게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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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건 의료 수준에서의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위한 핵심 역량 우선순위 

선정 및 질 관리, 안전보장, 효율성 증진, 및 적정부담 체계 수립 

－ 보편적 의료보장(UHC) 목표 달성을 위한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관련 1차보건      

의료 수준 시설 강화

－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

－ WHO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 및 강화

－ 감시체계(monitoring) 및 평가제도 실시

－ 데이터 수집 및 기록 관리

－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시행 도충 감염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 법 제정 및 규칙 수립을 통한 기준 마련

－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 제공

○ WHO 사무총장에게는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함

－ 다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촉구

－ 회원국들간의 지식 및 기술 공유

－ 비용 효과적 접근 노력 도모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 응급의료 관련 접근성 향상과 안전을 위한 기준 수립

－ 응급의료 이용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데이터 수집 및 평가

－ 법 제정 및 규칙 수립을 통한 기준 마련

－ 지속적인 WHO Program과의 협력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같은 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

－ 국제차원 감시 및 관리

－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지원

－ 적정 예산 관리

3. 회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요약 

○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의 전 세계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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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매년 234백만 건의 수술이 시행하고 있다.

－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는 출산장애, 선천성 기형, 당뇨병, 암, 심혈관질환, 탈장, 백내장, 

교통사고, 추락, 화상 등이 있다.

－ 수술치료가능 질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5개의 장애 원인이다.

－ 세계 질병부담의 11%는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래되고 있다.

－ 응급의료와 마취기술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외상, 종양, 조산 합병증, 백내장, 

녹내장, 출산전후, 기아, 포경수술, 탈장, 담낭질환 등이 있다.

－ 2030년까지 심장병, 암, 당뇨, 교통사고와 같은 흔한 상황이 45%이상 증가가 예측됨과 

함께, 향후 몇 년 동안 수술이 가장 일차적인 치료법이 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 보통 응급의료수술은 질병분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이면서 

연계된 응급의료시술을 권고한다.

－ 항생제의 경우 효과성과 비용 면에서 뿐만 중요한 것이 아닌, 안정성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수술의 중요성과 비용효과성

－ 의료수술기술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개별병원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개별병원 강화시: 환자의 재정보호(Financial Protection), 장애보정손실년수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감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개별병원의 수술역량의 확대의 비용효과는 10:1로서 수술 역량확충에 1달러를 사용하면 

건강증진과 생산력향상에 10달러의 이득이 생긴다.

○ 수술 치료의 차이

－ 2008년 World Health Report는 수술치료가 일차의료 연속성의 핵심요소라고 보고했

고,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기본적인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인

력, 장비, 시스템의 부족으로 수술치료에 필수적인 마취의 제공이 제한된다.  

－ 세계의 많은 곳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한 수술치료를 받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 많은 나라에서 관련 기반과 인력, 수술적 치료, 장비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최근 26개의 개발도상국들의 제왕절개 분만 역량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3.2%가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워하였으며 2.9%는 정보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도

구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의료 인력들마저 숙련된 기

술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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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들을 조사한 결과, 의료인력, 의료도구, 의료기반이 부족한 것이 공통적으로 

조사되었다.

－ 한 조사에 따르면, 22개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35%가 산소공급기가 부족하였고 53%만

이 마취도구가 존재하였다. 또 다른 26개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숙련 의료인력 문제(53%)와 동시에 사용 할 수 없는 의료도구 문제(43%)를 차지하였다.

－ 케타민(Ketamine)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정성을 갖춘 마취제이다. 하지

만, 접근성이 낮아 오직 71%만이 사용하고 있고 대체재 또한 존재 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응급의료수술기술에 있어서 질과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도 현 상황에서는 의료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상태이다.

○ 국가차원의 활동

－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된 다수의 과거 해결방안들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하

는 첫 단계로서, 수술치료를 건강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의 가치를 입증한다.

－ 긴급하고 필수적인 수술과 마취 서비스의 강화는 전반적인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 모자보건을 향상시킨다.

－ 비록 필수적이고 긴급한 수술적 치료의 질과 보장성의 차이를 줄이는 조치가 시작되었다

고 해도, 국가 단위에서 수술치료 강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공보건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핵심 활동이 있다. 

－ (인식제고) 안전한 수술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사망과 장애를 감소시키는 저비용

의 시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유지한다.

－ 정치공약은 국가 건강계획에서 수술적 치료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모든 나라

에서 보편적인 건강보험과 일차의료에서 필수적인 수술과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응급의료보장성 강화) 회원국들은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 인력과 의료기반의 차이

를 줄이도록 권고함. 특히, 농어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수술인력과 기반 강화) 회원국들은 일차의료와 일차 자문기관에 특별히 집중하여 수술

적 역량개발을 장려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식과 전문성을 교환

함으로써 수술치료에 대한 교육을 촉진한다.

－ (정책결정용 수술관련 자료 개선 및 모니터링과 평가) 필수적인 수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의 성공적인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근거중심 계획과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모니터링과 평가는 수술서비스의 접근성, 질과 안전성 향상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적절한 수술 기록과 충분한 추적관찰이 안전한 수술과 모니터링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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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하다.

－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육성) 보건부, NGO, 국제기구 등 협력이 중요하다.

○ 사무국차원의 활동

－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육성 촉진을 위하여 WHO에서는 국가들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

록 응급의료수술기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 근거중심의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들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각국의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과 평가를 공동 진행 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한다.

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Chair.

The Korean government agrees that this is an area that urgently requires efforts by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esthesia 

are critical to reducing death rates from preventable surgical diseases. Korea supports 

the idea that communities need to obtain qualified emergency staff and pharmaceut-

ical products and be equipped with a sustainable, efficient delivery system that links 

primary care so that those in need can get easy access to such medical care at right 

tim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in cutting down on preventable death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 special fund and spe-

cial medical fees. Established in 1994, the Act stipulates a quality delivery system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that ranges from the pre-hospital to hospital stages. This 

includes Regional Trauma Centers, EMS helicopters, ambulances and emergency 

professionals. Launched in 1995 and funded by traffic penalties and fines, a special 

fun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spends 180 million dollars every year building and 

operating emergency service systems for vulnerable area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its insurance fee system for emer-

gency care with the view of achieving the golden time for severe, multiple trauma and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and of reducing financial burdens on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WHO’s recommendation on fostering glob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Korea will be active in sharing our know-how on the operation of 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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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y surgical management and cooperating with other Member States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collecting evidence-based data for emergency surgical service. 

 Thank you.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주요 논의 내용

○ 농촌 및 취약지역과의 응급의료기술 격차 감소

－ 농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수술이 미흡하다는 점을 다수의 국가들이 주장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투자 및 적절한 재원분배를 권고한다.

○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 경제발전을 위해서 응급의료수술과 마취기술은 필수요소라고 언급한다.

○ 응급의료수술 강화 관련 발언 내용

－ 1차 보건의료 차원에서의 응급의료수술기술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장려한다.

－ 적절한 응급의료수술로 인한 예방 가능 사망률 감소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 응급의료수술 인력, 인프라, 도구, 교육 및 기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국제협력 장려

－ 저․중소득 국가들의 응급의료수술 역량강화를 위해 다부서간 및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WHO 사무국 측에서 활발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주요국 발언 내용8)

잠비아

본 회의에서 잠비아 대표단은 surgical inter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정말 응

급수술 및 마취기술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더불어 화상, 출산, NCD 

8) 본 주요국 회의록은 발언된 시간 순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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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암과 같이 모든 분야에 응급수술기술은 필수적이며 timely surgical care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응급수술 서비스는 곧 빈곤퇴치와 

관련 있다고 의견을 표함. 끝으로 인력투자를 통해 두뇌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 응급수술 및 마

취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함

베트남

본 회의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개도국에는 응급수술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

으며 1,2,3차 보건의료 체계에 따른 차별적인 응급수술 적용의 필요성 또한 주장하였음. 수도권 보

다 취약/농촌지역에 집중 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베트남은 취약/농촌지역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 

관련 국가법을 개정 했다고 하였음. 전국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병원 인증 및 인증 

기준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웠고 현재 응급인력, 응급인프라, 응급기술이 부족한 상

태라고 하였음

나미비아

본 회의에서 나미비아 대표단은 베트남 대표단과 동일하게 surgical intervention은 필수적이라

고 하였고 untreated 혹은 under treated 수술은 곧 발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함. 또

한, 응급수술기술을 개선을 해야 하며 응급수술이 한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고 발언함. 응급수술 관련 핵심역량도 동시에 증진해야 하며, 취약/농촌지역의 응급치료, 소독, 

golden time 치료, 재활, referral hospital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행동을 이행

하기위해서는 국가가 pro-active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는 필수

적이라고 함

일본

본 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은 referral hospital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응급수술은 매우 중요하

며 동시에 응급수술기술의 역량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끝으로 보다 활발한 국제적 협

력을 위해 WHO가 나서서 회원국들을 장려하기를 권고함

케냐

본 회의에서 케냐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은 저․중소득 국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응급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면에서 케냐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응급수술서비스를 받

기 위한 교통마저 편리한 편이 아니었으며 활자를 재정적으로도 보호 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음. 이러

한 이유로 catastrophic expenditure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중소

득 국가에 투자한다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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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를 통해 응급수술을 더욱 안정화 시켜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응급수술

관련 교육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함. 끝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응급의

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함

토고

본 회의에서 토고 대표단은 취약/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응급수

술기술관련 기술 강화, 접근성 보장 및 데이터 관리에 집중 할 것을 권고함

북한

본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농촌지역에 응급수술기술은 필수적이며, 의료재원의 배분이 불평등

함으로 재원의 재분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함. 지역 및 referral hospital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의 활용 및 강화를 권고하였음

트리니다드 토바고

본 회의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표단은 의료접근성을 개선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

였으며 WHO의 리더십을 통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였음. 더불어 환자안전의 강화도 강

조하였으며 WHO의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할 것으로 주장함

스위스

본 회의에서 스위스 대표단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모성보건과 re-

ferral hospital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보건 의료체계가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캐나다

본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은 취약/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다고 발언하였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re-

ferral hospital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주장함. 또한, risk factors을 기준으로 응

급의료를 관리 할 수 있다고 권고함

말레이시아

본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취약/농촌지역의 응급의료 강화, 이동진료 활성화 그리고 환자

안전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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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본 회의에서 카타르 대표단은 응급수술시술의 ‘질’ 강화와 접근성 확보 그리고 긴 운송시간 단축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현재 카타르는 2차 보건의료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의

료재원의 분배, 의료인력, 의료도구, 관리 및 보수의 중요성도 언급하였음

호주

본 회의에서 호주 대표단은 전체 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해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은 필수라고 

하였으며 적절한 교육이 평시에도 필요하다고 발언함

필리핀

본 회의에서 필리핀 대표단은 golden-time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적절한 인프라, 기술, 

인력 및 도구의 중요성도 주장하였음. 끝으로 의료보험을 강화하여 응급수술을 높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 받는 것을 장려함

미국

본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에 있어서 높은 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도구의 소독을 중요시 여김

태국

본 회의에서 태국 대표단은 응급의료접근성을 향상해야 하며 동시에 취약/농촌지역에도 집중해

야 한다고 주장함.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 하였으며 WHO 및 

회원국들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음

브라질

본 회의에서 브라질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품질보장을 위해서는 evidence- 

based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환자안전의 강화에도 신경 쓸 것을 권고함. 또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

여 non-recommended 응급수술 단절 및 예방하기를 기대함

에콰도르

본 회의에서 에콰도르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은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권리라고 ‘인

권’개념으로 근거로 발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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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본 회의에서 영국대표단은 UH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응급수술기술과 마취기술은 필수 요소라

고 하였으며 예방적인 차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했음. 또한 AMR부분에서도 중요하며 주

로 저중소득국가에서는 의료 배분의 문제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음. 끝으로 es-

sential medicine과 controlled medicine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영국은 적극

적으로 협조 할 것이라고 주장함

통가

본 회의에서 통가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과 마취기술이 역량 강화가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고 동

시에 응급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함. 현재 통가는 시설 및 역량이 부족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르완다

본 회의에서 르완다 대표단은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인도네시아

본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의료보장, 1차 보건의료 그리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음. 응급수술의 남용을 금하였으며 인프라와 인력 및 기타 격차의 감소를 위해 국가가 노력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다부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끝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WHO으로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음

중국

본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취약지역을 강화하고 더 빠른 응급수술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연동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모니터링 체계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짐바부에

본 회의에서 짐바부에 대표단은 취약지역에 필수적으로 응급의료가 지원되어야 하며 인프라, 개

발 그리고 인력의 적절한 분배 및 사용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교육기관의 지원을 요구하였음

쿡-섬

본 회의에서 쿡-섬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은 모성 및 모자보건에 중요함으로 그에 

따른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응급수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또한 언급하였으며 

취약지역과 중증외상센터(trauma center)의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발언하였음. WHO의 tool-kit



288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을 활용 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을 강조로 발언을 

마침

아이티

본 회의에서 아이티 대표단은 응급수술을 통한 모성사망률 감소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음

요르단

본 회의에서 요르단 대표단은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을 위한 의사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에티오피아

본 회의에서 에티오피아 대표단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며 응급수술기술은 출산 시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응급수술 관련 의사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음. 또한, 1차 보건의료의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의료인력 부족 및 두뇌 유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동시에 질 강화에 중요성을 주장함

이집트

본 회의에서 이집트 대표단은 48시간 내에 응급의료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 종사자들 및 의사들의 관심을 위해 추가월급 지원에 대한 국가 

정책을 언급하였음. 현재 이집트에서는 200명의 의사가 8,000,0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

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형평성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음

대만

본 회의에서 대만 대표단은 2009년 고급, 중급, 기초로 나뉜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대하여 언급과 

동시에 현재 대만은 응급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응급의료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응급환자 추적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표기준 모니터링 관리를 통해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율이 50%에서 90%로 상승했음을 강조함

WHO 사무국

본 회의에서 WHO 사무국은 앞으로 의료재원분배 문제와 및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협력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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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의안 WHA 68.15

  

Strengthening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as a 

compon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strengthening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as a compon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Recognizing that each year more than 234 million surgical procedures are per-

formed globally for a wide range of common conditions requiring surgical care, affect-

ing all age groups – including obstructed labour, birth defects, cataracts, cancer, dia-

betes, acute abdominal conditions, burns and injuries from domestic, industrial and 

road accidents – and that conditions for which surgery is one of the primary clinical 

solutions are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coming years;

Noting that many surgically treatable diseases are among the top 15 causes of phys-

ical disability worldwide and that 11% of the world’s burden of disease stems from 

conditions that could be treated successfully through surgery, with low- and mid-

dle-income countries being the most affected;

Recognizing that each year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sustain injuries globally, 

more than five million people die from violence and injury, and that 90% of the global 

burden of violence and injury mortality occur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Noting that more than 289 000 women die every year in childbirth and that approx-

imately a quarter of maternal deaths, as well as infant deaths and disabilities that re-

sult from obstructed labour, haemorrhage  and  infection,  could  be  avoided  if  safe  

surgery  and  anaesthesia  were  universally available;

Noting also that the sustainable provision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is a critical part of integrated primary health care, lowers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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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ability, reduces deaths resulting from birth defects, and prevents other adverse  

health outcomes arising from the burden of injuries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Noting further the relevance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

thesia in achieving the health-relat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for attend-

ing to the unfinished business post-2015, inclu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Organization and planning for the provision of trauma and emergency care, includ-

ing surgery, is an essential part of integrated health-care delivery;

Recalling also resolution WHA64.6 on health workforce strengthening, which urges 

Member States1 to prioritize,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conditions, public sec-

tor spending on health,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re  avail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strategies to scale up and re-

tain the health workfor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recognize it as 

an investment i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that contributes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access to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and anaesthesia 

services;

Recalling further resolution WHA66.10 on the follow-up to the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which calls for action to 

prevent and control cardiovascular diseases, cancer, diabetes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and noting the important role of surgical care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ure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se diseases;

Aware of the critical importance of access to and responsible use of effective anti-

microbial agents for safe surgery, and recalling resolution WHA67.25 on antimicrobial 

resistance, which urges Member States1 to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antimicrobial 

resistance;

Recalling resolution WHA67.19 on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comprehensive care throughout the life course, which urges Member States1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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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collaborative action  to  ensure  adequate  supply  of  essential  medicines  in  

palliative  care,  and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xplore way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medicines used in palliative care through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relevant networks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stakeholders, as appropriate;

Acknowledging the work already done by WHO Global Initiative for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in the WHO programme for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the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and the Alliance’s second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safe surgery saves lives;

Concerned  that  inadequate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of  health  systems,  

inadequate training of the surgical care health workforce, and the absence of a stable 

supply of surgical equipment and necessities in many countries impede progress in 

improving delivery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Recognizing that relevant, meaningful and reliable measures of safe emergency and 

essential surgery and anaesthesia are needed for assessment and monitoring, and to 

foster political and public support;

Acknowledging that many countries are unable to meet the threshold of 2.28 skilled 

health professionals  per  1000  population,  and  many  surgical  procedures,  includ-

ing  basic  suturing, episiotomies and draining of abscesses, can be successfully com-

pleted by other trained health care workers through task-sharing at the district and 

sub-district levels;

The world health report 2006. Working Together for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Considering  that  additional  efforts  are  required  globally  to  strengthen  the   

provision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so as to ensure 

timely and effective delivery to those  who  need  such  care  in  the  overall  context  

of  the  health  system,  and  related  health  and health-promotion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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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GES Member States:

(1) to identify and prioritize a core set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ery and an-

aesthesia services at the primary health care and first-referral hospital level, and to 

develop methods and financing systems for making quality, safe, effective and afford-

able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services accessible to all 

who need them, including promoting timely referral and more effective use of the 

health care workforce through task-sharing, as appropriate, as part of an integrated 

surgical care network in order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2) to integrate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in primary 

health care facilities and first-referral hospitals, and to promote emergency and essen-

tial surgery and anaesthesia capacity as components integral to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3) to promote the provision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

thesia and ensure that health ministries take a leading role in, and that intersectoral 

coordination mechanisms, including among all health care providers, are in place for, 

reviewing and strengthening the provision of such care;

(4) to promot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including controlled medicines, anti-

biotics, medical devices and diagnostics used in anaesthesiology and surgery that are 

of quality, safe, efficacious and affordable, and that are used responsibly and appro-

priately and that are in line with WHO guidelines;

(5) to carry out regula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capacity of health care facilities in order to identify un-

met infrastructural needs, human resource needs, and training and supply needs;

(6) to collect and compile data on number, type and indications of surgical proce-

dures performed, referrals and perioperative mortalit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to share such data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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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 strengthe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s a critical element of ensuring 

quality and safety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8) to develop and implement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policies to assure mini-

mum standards for a skilled workforce, adequate equipment, infrastructure and sup-

plies, and docu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ccess to and quality of serv-

ices, to be embedded in programmes and legislation based on current knowledge and 

considerations promoting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9)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re competencies are part of relevant health curricu-

la, training and  education  of  students  from  various  relevant  disciplines  such  as  

medicine,  nursing,

1 And, where applic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midwifery, and other surgical care providers, as well as part of continuing education 

for professionals involved in provision of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2.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1) to foster multisectoral networks and partnerships, multidisciplinary policies and 

action plans, and suppor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efforts to develop sci-

ence-based approaches to prevention, screening,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and to enhance teaching and training pro-

grammes;

(2)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mong Member States1  to share and exchange in-

formation, skills and technology essential to strengthening surgery and anaesthesia 

services;

(3) to raise awareness of cost-effective options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and prevent or treat disability and deformity through improved organization and plan-

ning of provision of anaesthesia and surgical care that is appropriate fo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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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constrained settings, and continue to organize regular expert meetings to fur-

ther technical exchange and build capacity in this area;

(4) to establish mechanisms to collect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and anaes-

thesia case log data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unmet needs and improve 

the global capacity for surgery and anaesthesia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ealth cov-

erage;

(5) to devise relevant, meaningful and reliable measures of access to and safety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ery and anaesthesia, to make available a means of per-

forming risk adjustment of indicators such as the perioperative mortality rate, and to 

ensure the reporting and benchmarking of these measures;

(6) to collect, assess and report related cost data on the delivery of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their avail-

ability;

(7) to support Member States1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ensuring access to quality, safe, efficacious and affordable essen-

tial medicines, including controlled medicines for pain management, medical devices 

and diagnostics that are used in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

thesia;

(8) to  continue,  through  WHO’s  access  to  controlled  medicines  programme,  to  

support Member States in reviewing and improving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with the objective of ensuring a balance between the prevention of misuse, diversion 

and trafficking of controlled substances and appropriate access to controlled medi-

cines, in line with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conventions;

(9)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ealth ministrie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order to promote the availability and balanced control 

of controlled medicines for essential and emergency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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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further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to support 

Member States1 in establishing accurate estimates in order to enable the availability of 

medicines for emergency and essential and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including 

through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guidance on estimating requirements for sub-

stances under international control;

(11) to support Member States1 to devise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enhance the 

skills of the appropriate health workforce for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especially at primary health care and first-referral hospital levels;

(12) to set aside adequate resources for the Secretariat, in line with the approved 

Programme budget 2016–2017 and the Twelfth General Programme of Work, 2014–
2019 for strengthening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thesia as a 

compon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13)   to work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partners to design strategies 

that provide support to Member States for mobilizing adequate resourc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strengthening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and  anaes-

thesia  as  a  compon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14)  to report to the Seventieth World Health Assembly in 2017 on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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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요약 

○ 회원국들에게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1차보건 의료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 동시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조달체계 및 의료 질, 안전 그리고 접

근성의 수준도 향상 시켜야 할 것이고 의료인력 또한 서로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격려함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1차 보건의료급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제공

각 국 보건부에서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권하고 보건

의료 분야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WHO에서 권고 하는 기준에 맞게 응급수술 및 마취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향상제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질, 안전 및 관리에도 신경쓰데,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

응급수술 및 마취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와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특히 기반적인 문제, 인력문

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요구

응급수술 및 마취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할고 추후에 필요를 한다면 공유가 가능하게 준비

응급수술 및 마취기술에 질과 안전보장의 필수요소로 질병 감영방지 및 질병관리에 대해 철저할 것 

응급수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최소자격기준, 의료기기, 기반, 의료기록, 관리, 의

료접근성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준을 알아 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응급수술 및 마취기술의 강화 위해 적절한 교육체계를 가출 것. 이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의사, 간

호사 그리고 조산사를 포함하며 핵심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WHO 사무총장에게는 응급수술기술 및 마취기술 강화를 위한 요구 내용

1. 다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촉구

2. 회원국들 간의 지식 및 기술 공유

3. 비용 효과적 접근 노력 도모

4.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5. 응급의료 관련 접근성 향상과 안전을 위한 기준 수립

6. 응급의료 이용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데이터 수집 및 평가

7. 법 제정 및 규칙 수립을 통한 기준 마련

8. 지속적인 WHO Program과의 협력

9. & 10. 의약품 관리 및 기초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같은 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권고

11. 1차 및 2차 보건의료차원에서의 응급의료수술 및 마취기술 관련 의료인력 역량 강화

12. 2016-2017 사업을 위한 적정 예산 및 재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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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4. 2017년 제 70회 세계보건총회 때 응급의료수술 및 마취기술 결의문 내용 진행 상황 보고 

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정책적 함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본 총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을 근거로 응급

의료기술 및 마취기술을 강화 할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응급의료기술 및 마취기술의 핵심역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차 보건의료

에서의 응급의료 및 마취기술을 강화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

료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응급의료는 매우 신중한 능력을 요구하는 만큼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료 질을 향상을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언제든지 WHO가 권고하는 

국제 파트너십 육성 방안에 맞게, 응급의료기술 및 마취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및 협조하여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비전과 추진방향

비전

－ 국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한다.

목표

－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2010년 35.2% -> 2017년 20% 미만

－ 심정지 생존 퇴원율 2010년 3.3% -> 2017년 8.2% 이상

－ 증증 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비율 2011녀 48.6% -> 2017년 60%이상

－ 추진방향

－ 응급의료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

－ 전문화를 통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향상

－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단계별 추진방향

－ 현장단계 : 응급상황시 현장 대처역량 강화

－ 이송단계 : 전문적이고 안전한 응급환자 이송



298 제68차 세계보건총회

－ 병원단계 언제, 어디서나 제때에 최종치료 제공

○ 종합 전략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응급의료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 응급의료 정보관리 체계화

－ 지자체 응급의료관리 강화

－ 응급의료 평가 개편

－ 응급의료정책 지원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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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WHO 국제보건인력채용 국제적 집행지침

(WHO 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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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2-en.pdf

⧠ 136차 집행이사회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적 인력 채용의 WHO 국제적 집행 지침의 효율

적이고 관련성 있는 첫 번째 검토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환영

함. 또한 집행이사회는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동의함.

2. 의제 내용

⧠  제66회 세계보건총회(2013)에서 규정 시행에 대한 첫 번째 정기 보고 진행

○  86개 회원국들은 국가 기관을 지정했고, 56 개 회원국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 기

관을 지정한 86개 회원국의 29%는 보건부, 11%는 공중 보건 기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56개 회원국 대다수는 유럽 지역에 속했다.

⧠ WHA63.16 결정안(2010년)에서는 검토와 모니터링에 대한 두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 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첫 번째 검토는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주기적 보고에 따라,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첫 번째 검토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 개정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제안을 요청한다.  

－ (규정 조항 7.2) 회원국은 보건총회에 의해 규정이 채택된 후    2년 안에 첫 데이터 보고

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WHO 사무국   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첫 번째 검토

○ 규정의 채택으로, 회원국들은 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첫 번 째 검토를 결정한다. 

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소집하며 이들은 첫 번째 검토의 준

비와 집행을 위해 2015년 2월~5월까지 업무를 담당한다. 두 차례의 회의가 본부에서 개최

되며, 첫 번째 회의는 2015년 3월 5~6일, 두 번째 회의는 2015년 4월 27~28일에 개최됨. 

전문가 자문단은 총 20명으로 12명의 회원국 대표들 (각 WHO 지역에서 지명된 2명)과 8

명의 규정 개발/실행 관련 대표자 및 개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2명을 공동의장으

로 선출함. 사무처장은 전문가 자문단의 업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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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WHO 지역의 사무처장은 자신들의 지역의 회원국들과 함께 2명의 전문가 선출을 

돕는다. 후보자는 보건 인력 개발, 노동 이동, 규제, 법률 및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 추가적으로, 사무총장은 파트너 기구들에게 규정안의 개발, 협상 그리고 시행에 대한 기관

의 경험적 지식과 인력이동과 개발에 대한 국제적 맥락을 요청한다.

○ 전문가 자문단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인 의료 인력 이주에 대한 정보 검토 준비를 위해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이전에 소집될 것이다.

○ 검토에서 논의될 내용 :

－ 타당성 : 규정의 목적, 원칙 그리고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적절할 것이며 의료 인력의 이

동과 보건시스템 강화에 대한 국제적 도전에 관련된 솔루션을 보고할 수 있다.

－ 효율성 : 규정의 목표 이행, 원칙과 조항은 의료 인력 강화 (의료 인력 정보 시스템, 계획, 

교육, 그리고 유지전략) 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대응과 정책에 영행을 

준다. 국가들이 규정의 의도에 맞게 의료 인적 자원 강화에 대한 지침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 전문가 자문단은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제68차 총회 전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권고사항은 널리 원칙을 강화하고 인구의 니즈를 반영하여 목적에 맞는 의료 인력을 만드는 

국내 및 국제 정책 결정 과정을 촉발하는 미래 구현을 가이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회원국의 주기적 보고

○ 2013년,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규정 이행에 대한 첫 번째 주기적 보고를 공지한다.

○ 첫 보고에서, 85개 회원국들은 국가지정기관을 지정하였고 56개 회원국은 국가 보고 기구

를 발표한다. 그 중 86%는 국가지정기관, 79%는 보건부, 11%는 공중보건기관이며, 나머지

는 보건 기관, 보건국, 그리고 보건관축소의 인적 자원 등에 분포되어 있다.

○ 56개국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 데이터와 따르면, 주로 유럽지역에서는, 알려진 destination 

국가에 의해 제출된 몇으로 대상 국가의 대부분을 대표한다. 보고서는 회원국이 규정의 원

칙을 국가적으로 타탕하고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이해 관계자를 참여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회원국들은 사무처장에게 규정에 대한 분석작업과 촉구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강화를 요청한다 - 국가적 그리고 하위국가적 수준과 공사의 섹터에서.

○ 2차 주기적 보고는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서 제출과 함께 2016년 5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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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사무처장은 2차 주기적 보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회원국들은 재확인 및

/또는 의료인력 이주에 대한 정보 교환과 규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국가기관을 지

정하는 구상서를 통해 요청된다. 지정기관은 직접적인 대화 또는 제공되는 국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다.

○ 2015년 3월, 국가 보고 기구는 국가지정기관으로 분산되어 2015년 7월까지 사무처장에게 

반납한다. 

○ 동시에, WHO는 OECD와 협력하여 의료인력이주에 비금전적 의료보장 통계로 공동 데이

터 수집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모듈을 만든다. 이 모듈은 핵심 데이터와 정보 교환으로 

수집될 것이다. 공통 설문지는 참여 62개 국가에 2014년 12월에 보급되었음. 예비 결과는 

2015년 6월에 제공되며 2차 보고와 통합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회원국들은 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2018년 국가별 보고를 제출함에 있

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인력 해외 이주 및 유출에 대한 윤리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도입 및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Source 국가와 destination 국가 간의 이주 의료 인력 정보를 데이

터화 하여 공유하여 두뇌유출 (brain drain)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협력이 강조

되었다. 

2. 주요국 발언

아일랜드 

본 회의에서 아일랜드는 국제적 인력 채용 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의 전문가 자문단임으로

써 2010년 처음 채택된 본 규정에 대한 첫 번째 검토는 68차 총회에 보고되기로 함. 검토 내용에서

는 타당성과 효율성의 정의에 대해 논의함.  2차 보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고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3차 보고는 2019년에 열리는 제72차 총회에서 보고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규정 이행에 

대한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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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본 회의에서 몰디브는 2015년 2월 보고에 따르면 85개 회원국만이 국가지정기관이 있으며 56개 

국가만이 WHO에 국가별 보고를 진행하였음을 제시함.  몰디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작은 국

가로써 의료 교육기관이 지방에는 부족하며 이에  지방 의료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

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힘. 또한, 심각한 두뇌유출(Brain drain)이 진행 중이며 destination 

country로 이주한 의료 인력들이 언어 및 문화적 장애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리면서 회

원국들이 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지원하기를 희망함

일본 

본 회의에서 일본은 Source 와 Destination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정책을 만들

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의료 인

력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본 의제에 대한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빨리 만들어

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사적인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부터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로 

한 개발도상국까지 윤리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개발도상국은 의료인력 이주에 대

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법적인 framework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

견을 나타냄

스위스 

본 회의에서 스위스는 OECD와 함께 협업하며 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본 규정에 대한 국가별 보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규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연

계가 필요하며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국가들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가 되기를 희망함

우간다  

본 회의에서 우간다는 보고시스템이 Source Countries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

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함. 우간다는 WHO AFRO 지역의 멤버로서 아프리카 지역

의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단의 결정을 지지, 2018년 국가별 보고서

가 제출, 2019년 제 72차 총회에서 보고됨을 지지함

호주 

본 회의에서 호주는 제63차 결의안에 따라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을 환영함. 

호주는 의과대학생,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에 까지 넓혀 의료인력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호

주의 의과대학생 수가 2배로 증가된 경험을 공유함. 호주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의료 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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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본 의제와 

관련된 자급자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본 의제에 대한 지원이 프로그램 

예산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나미비아 

본 회의에서 나미비아는 해외 유입 의료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나미비아 정부의 양자 

협의에 의해 국가와 대륙과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함. 나미비아는 규정의 조항에 따라 

지역 의과대학 및 약학 대학을 개발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의학교육 기관

과의 양자 합의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또는 시골 지역에 있는 의료 인

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함. 마지막으로 WHO의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에 

감사를 표함

수단

본 회의에서 수단은 본 의제에 대한 내용을 WHO에 보고하기 위해 국가지정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규정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함. 수단은 심각한 두뇌유출을 겪고 있

음.  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실행은 의료 인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며 수단 내의 46개 의과대

학과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말함. 양자 협의는 의료인력 개발과 의료 

인력의 역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반응은 매우 낮으며 의료인력 양성은 현재와 미래의 큰 도

전과제임을 말함. 효율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캠페인과 이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함

태국 

본 회의에서 태국은 의료 인력의 이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동남아시아는 의료 인력의 수가 

특히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큰 편차가 나타남을 지적함. 2015년 7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강

조함

캐나다

본 회의에서 캐나다는 의료인력 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WHO에서 요청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것이 의료 인력의 이동을 인식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캐나

다 정부는 도시, 지방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지정기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아이슬란드

본 회의에서 아이슬란드는 의료 인력의 트레이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며 이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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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 사태, AMR , NCD 증가 등의 글로벌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함. 이에, 회원국

들은 규정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2차 보고를 진행해야함을 강조함

쿠바

본 회의에서 쿠바는 본 의제내용을  5월 20일 전에 미리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잘 파악하지는 못

하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함.  Source 와 Destination 국가 간의 많은 계약이 있겠지만 규정에 따

라 host 국가는 이주 오는 국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함을 강조함. 또

한 2차 보고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

브라질

본 회의에서 브라질은 규정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적 관리와 응급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브라질과 같이 

두뇌유출에 고통 받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위해 규정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을 강

조함

이라크

본 회의에서 이라크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해외 의료인

력 채용에 대한 지역적 협업의 필요성을 말함

인도네시아

본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두바이로 빠져나가는 해외 의료 인력이 많음을 말하며 이에 같은 경우

를 대비하여 해외 의료인력 이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것은 국내 의료 인력에 대한 규제를 위

함이기도 함을 강조함

이집트

본 회의에서 이집트는 윤리적 의료인력 이주 채용을 위해 규정은 필요로 함을 강조하며 전문가 자

문단 소집은 의료 인력의 이동을 알기 위해 중요한 역할임을 말함. 또한 규정은 개발되고 이행되며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함 

짐바부웨이

본 회의에서 짐바부웨이는 지난 5년 동안 규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하며 

2018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2019년 총회에서의 보고 준비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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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 회의에서 미국은 1차 보고서 제출에서 낮은 제출율에 대한 염려를 표함. 국가지정기관의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 사무국이 각 국가들이 자국의 보고체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를 제언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함

필리핀 

본 회의에서 필리핀은 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는 좋은 리뷰였음을 강조하며 해외 이주 

의료 인력의 윤리적 채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필리핀에서는 2011년 10.5 백만 명의 의료 인력

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 1993~2010년 사이에는 125,000명의 간호사가 해외로 유출됨을 말함. 

기본적인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로 하며 본 규정에 대한 initiative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에콰도르 

본 회의에서 에콰도르는 질적, 양적인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본 년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임.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의료인력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함

모로코 

본 회의에서 모로코는 Right to Health for All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질적

으로나 양적으로 의료 인력이 지방/시골 지역에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UHC 또한   달성하기가 어

려움을 지적함. 의료 인력에 대한 기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각 국가는 착수해야 하며  모로코는 2

년 프로그램의 국가서비스를 도입하였음을 말함. 규정에 대한 지속성을 강조함

대만 

본 회의에서 대만은 1995년 도입한 국민건강보험(NIH)로 인해 국민의 99%가 가입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보건시스템을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를 재개정,  보건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하였음을 말함. 2002년 건립된 International Medical Training Center로 49개 국가

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으며 2013년부터는 국제 의과대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2014

년부터는 post training course가 의과대학생에게 제공되기 시작하였음. 대만에는  총 135개의 수

련병원이 있으며 대만의 의료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조약을 수정하고 있음

WHO 사무국

본 회의에서 WHO 사무국은 2015년 5월 21일은 본 규정이 만들어진 지 5주년임을    축하하며, 

본 규정은 2018, 2019년에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함.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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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비용은 program budget에 들어갈 것을 확약함.  국가적 레벨에서는 필리

핀, 스페인, 이태리, 아랍 등의 성공 이야기를 공유할 것임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정책적 함의

대한민국은 국제적 인력 채용의 WHO 국제적 집행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규정에 대한 타당성

과 효율성 검토를 위한 보고서 제출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임. 

－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중․저소득 국가의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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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정불량(SSFFC) 의약품

(Substandard/spurious/falsely-labelled/falsified/

counterfeit medical product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한국의 발언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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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3-en.pdf

⧠ 논의 경과  

○ 제2차 부정불량의약품(SSFFC) 회원국 (76개국 참여) 회의가 2013년 11월 28~29일, 제네

바에서 개최되었음

 < WHO SSFFC의 유형>

  ① Substandard :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함

  ② Spurious : 적법하게 허가되어 생산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③ Falsely-labelled : 허위표시 제품 

  ④ Falsified : 가짜(위조)

  ⑤ Counterfeit : 모조(짝퉁)(상표 위반)

○  제3차 부정불량의약품(SSFFC) 회의(63개국 참여, 의장국: 아르헨티나)는 2014년 10월 

29~31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회의록을 집행의사회에 올려 제68회 세계 보건 총회로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음

⧠  제3차 부정불량의약품 회의 내용

○ SSFFC 회원국 메커니즘은 (이하 회원국 메커니즘으로 표기)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통해 권

고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부정불량의약품을 초래하는 행위, 활동, 행동을 감지하

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함

표1. 보건당국이 부정불량의약품을 초래하는 행위, 활동, 행동을 감지하도록 하는 권고안 목차

I. 배경

II. 부정불량의약품의 국가별 및 지역별 규제 당국을 위한 전략

    II.1. 질 관리 (모니터링 및 컨트롤)

    II.2.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계

    II.3. 경고, 리포트 및 신고 접수 (reception of alerts, reports and notifications) 

III. 접수된 경고, 리포트 및 신고 사항 평가

IV. 부정불량의약품을 초래하는 행위, 활동, 행동 등 조사 

    IV.1. 즉각적인 대응 (immedi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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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공식 회의는 회원국의 mandate 외의 부정불량의약품의 결과와 관련된 행위, 활동, 행

동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계획 (work plan) 5(b)에 따른 해당사항 (회원국 메커니즘 권한 밖

의 행위, 활동, 행동 등)을 제시하였고, 회원국 메커니즘은 이를 검토하였음

－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4차 회원국 회의에 제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워크플랜 수행을 위한 활동내용 및 예산 검토

－ 사무국이 ’14~’15 프로그램 및 ’15~’16 프로그램의 활동내용과 예산에 대한 발표, 

WHO의 국제적 감시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진행

－ 사무국은 ‘WHO 글로벌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프로젝트‘ (WHO Global Surveillance 

         IV.1.1. 의심스러운 부정불량의약품을 확인하고 관련 행위, 활동 및 행동 구별

         IV.1.2. 질 관리 연구소 (testing in quality-control laboratories)

         IV.1.3. 부정불량의약품을 초래하는 행위, 활동, 행동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a) 금지 규정 (prohibition regulations)

               (b) 의약품 리콜 (recall from market)

               (c)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

               (d) 각 사례를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IV.1.4. 필드 활동 또는 시찰

    IV.2. 단기적 대응 (short-term actions)
 
         IV.2.1. 사례에 대한 관련 정보 공유 및 전파

         IV.2.2. 부정불량의약품을 초래하는 행위, 활동,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체 규명

    IV.3. 장기적 대응 (long-term actions)

         IV.3.1. 경계 상황 유지 (maintenance of the alert state)

               (a) 감시 프로그램 지속

               (b) 건강관리집단 지원 컨티전시 플랜 지속

         IV.3.2. 조사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

V. 예방 전략에 대한 평가

    V.1. 의약품 규제 요건 강화

    V.2. 일반인 및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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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nitoring Project)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추후 워크샵 계획과 working 

defini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회원국에게 올리도록 요청받음. 본 프로젝트를 통해 

부정불량의약품을 규명하고, 추후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자 함

○  운영위원회는 2014-2015 업무계획 실행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우선 활동 리스트를 제시하

였고, 회원국 메커니즘은 이를 채택함. 본 리스트에 해당한 활동들은 다음 운영회 회의 이전

에 시작되어야 함

표2. 2014-2015 우선 활동 리스트 (prioritized activities)

－ 위의 활동내용 중 F번(미FDA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만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활동내용

에 대한 예산은 인터넷 등의 통신기술 이용 등의 대안을 근거로 책정되지 않음

－ F번(미FDA 연구과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많은 국

가에서 본 연구과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

○ 부정불량의약품의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이 어떻게 부정

불량의약품 발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제시 되고, 이를 최소

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강조됨. 제4차 부정불량의약품 회원국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

음 활동에 대한 건으로 올림

○ 2016년 세계보건총회에서 SSFFC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로 한 결의안과 관련, 현재 진행속

도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하도록 차기 세계보건총회에 요청하기로 합의

했으며 차기 회의는 2015년 10월 또는 11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2014-2015 우선 활동 담당 국가

A. 보건당국을 위한 부정불량의약품 감지 권고안 제정 및 회원국의 교육을 위한 툴 개발 프로그램 
설립

브라질

B.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거점 (focal point) 및 대단위의 회원국 자문 설립. 가상 포럼 설립 스위스, 영국

C. 기술, 방법 및 “track and trace” 모델에 관하여 설문하는 WG 설립 아르젠티나

D. 질, 안전, 효율성 및 합리적 가격 접근성에 관한 이슈들에 따라 WHO 사무국의 영역 명시 사무국

E. 현존하는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권고사항과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혹
은 행동, 행위, 활동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발전시키거나 저지할 WG 설립

-

F. 부정불량의약품이 공중보건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무국 및 
전문가그룹

G. 거버넌스, 운영 및 사무국의 활동을 위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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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Mr. Chai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appreciate WHO secretariat and member 
states for preparing the report about SSFFC medical products. In order to preven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SFFC medical products, I believe the WHO 
and member states should build a coordinated global cooperation system based on 
strong commitment. That cooperation requires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lear 
definition of SSFFC medical products and the ways and extent of regulating them.  
 

  We agree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practical guide line to prevent  SSFFC 
medical products in a national and regional level with quality control and tracing 
system. We have put our efforts to prevent SSFFC medical products by enhancing 
distribution transparency and preventing abuse and counterfeit medical products. As 
a part of the efforts, we established a system to put serial numbers on each and 
every Prescription Only Medicine, which will be in force from 2016.  

  We hope this report ma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o a step further to 
not a one-time solution but a more concrete and practical solution for the problem 
of SSFFC medical products, and support the postpone of the review of MSM to 
2017 for better discuss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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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회원국 메카니즘 검토를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 

－  대부분의 회원국 동의함

○  부정불량 의약품 관리

－  회원국의 부정불량의약품 관리 현황 소개 및 일부 국가는 WHO 및 국제기관에 재정 및 

기술지원 요청

－ 부정불량의약품 관리는 위생문제에 국한하고 각 국의 고유 권한인 의약품 품질 관리를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됨

⧠ 논의 결과

○  대부분의 회원국 동의함에 따라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회원국 메카니즘 검토를 2016년

에서 2017년으로의 연기를 위원회가 승인하였음

2. 주요국 발언

아르헨티나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5개 문서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음. 이 문서는 올해 말 다음 플레너리 미팅에서 승인이 있을 예정

임. 특히, 나이지리아 주도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작업반에서 기술적부분에서의 부정불량 의약품관

리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 

바레인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국내 메카니즘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위생기관에서의 부정불량 

의약품 시장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조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수입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더 나은 부정불량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정보교환, 국제

기관과의 연계 및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함.

멕시코

동 보고서를 입안한 아르헨티나에게 감사함, 모든 회원국들의 노력을 부정불량 의약품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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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멕시코 내에서도 지역차원, 국가차원에서의 품질관

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일본

좀 더 활발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 메티니즘 검토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찬

성함. 부정불량 의약품 문제는 우리가 처해있는 세계적인 과제로서 국가 간, 그리고 기관 간 서로 공

조가 있어야 함.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사회적 영향분석과 정보 공유가 필요함.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지역은 부정불량 의약품 관리가 취약함. 특히 말라리아와 에이즈 때문에 부정불량 의약

품 유통이 더 많은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공중위생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부정불

량 의약품 관리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여, 관련 기관 주도로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검사

를 실시하고 있음.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이용 같은 기술지원이 검토되어야 

함. 국내 상황은 품질도 높여야 하지만 물량도 늘려야하는 상황임. 나이지리아는 WHO에서 권고하

는 GMP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예찰을 강화 하고 있음. 부정불량 의

약품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조, 정치적 접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WHO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회원국 메카니즘 검토의 1년 연장을 지지함.

탄자니아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수입약품 관리를 통한 국가 예방 시스템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불량 의약

품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WHO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바람. 동시에 국가적, 지역적 세계

적 접근이 필요함. 회원국 메카니즘 검토의 1년 연장을 지지함.

우루과이

보고서 작업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귀중한 전진이 있었음. 메카니즘이 만들어지고 포컬 포

인트가 정해진다면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할 것임.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회원국별 차이가 있

음. 메카니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행 예산지원이 필요함. 또한 약품 안전 문제는 자국의 

고유 권한이므로 한 국가 내에서 기준에 맞는 의약품이 다른 3국에 의해서 품질이 판단되면 안 됨. 

메카니즘 운영에 대한 예찰이 있을 것임. 

인도

3년 동안 아르헨티나 대사의 주재로 진행되었고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공중위생이 목

적임. 회원국 메카니즘 검토의 1년 연장이 제안 된 바, 이를 지지함.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것임. 메카니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정해져야하고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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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및 behavior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함. 인도 내에서 도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많은 조

치들이 있어, 실험실에서의 품질 검사 및 부정불량 의약품 네트워크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

도 실시하고 있음.

칠레

부정불량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재정을 강화해야함. 지속적으로 원료부터 최종 제품

까지 생산라인을 관리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을 색출하여 적합성에 대한 의심 없이 의약품의 품질이 유

지될 수 있게 하여야 함. 또한 이는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위생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임.

스페인

최근 약품 사용 인구가 늘고 생산량도 늘어남에 따라 부정불량 의약품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공중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스페인에도 국가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개발하여, 최근에

는 2차 전략 2016-17을 실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는 유럽 프레임을 그대로 직접 적용했음. 

중국

교역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정불량 의약품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CFDA와 사법기관이 연계하여 처벌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회원국 메카

니즘 검토의 1년 연장을 지지함.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부정불량의약품 메카니즘 이행 및 논의 동향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2017년 회원국 메카니즘 이

행 검토 준비하고, 2015년 10월 또는 11월 중 개최되는 제4차 부정불량의약품 회의 참석 및 추가 

논의 사항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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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4-en.pdf

⧠ 주요 논의 경과

○ 2011년 WHA63.28에 따라 재정 및 조정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가 자문 워킹그룹(CEWG) 

선출 및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함. 이후 WHA65.22에 따라 워킹그룹이 제안한 권고안의 실

형가능성을 면 히 검토하고자 함. 그 외 WHA66.22를 통해 모니터링 및 조정기능 향상, 

보건의료 R&D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한 전략사업계획(strategic work plan) 

승인. 이후 WHO 사무국, 국제 보건의료 R&D 감시체계 구축 진행 중

○ WHA67(15)에 따라, UNICEF/UNDP/World Bank/WHO 열대성 질병 연구와 교육에 관

한 특별 프로그램 (WHO Special Programme for Research and Training in Tropical 

Diseases)의 R&D 공동기금 유치 논의함. 주로 Type III, Type II 및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관련 된 특정 Type I 질병에 초점을 둠

2. 의제 내용

WHA67(15) 결정문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4개에서 3개로 통합변경)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다. 

기존 3개 시범사업을 평가한 바,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이 부족함이 부각되었다.  

제136회 집행이사회회의 당시 브라질,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전략적 시범사업 진행의 모니터링, 

코디네이션, 연구 펀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저소득국가

와 중간소득국가의 50% 가량의 기금을 보완하여 기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사를 보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추후 기금 협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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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 Pooled-Fund

－ 본 의제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 및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공동출자 형

식을 적용하여 fund를 구성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를 위해서는 다자기구 및 국가들 간의 긴 한 협력이 필요로 함을 강조함

○  에볼라 등 인류가 대응해야하는 신종 질병 및 열대질병 등에 대한 Evidence-based  연구

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함

2. 주요국 발언

앙골라

본 회의에서 앙골라 대표단은 coordination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보다 더 많

은 global health research를 통해서 적절한 체계(mechanis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

터키

본 회의에서 터키 대표단은 global health observatory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

에 집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표출함. 끝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

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태국

본 회의에서 태국 대표단은 type 2와 3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였고 투자 또한 터키의 의견처럼 활

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적절한 예산을 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현재 세계경제가 양

호 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직접행정처리방법(direct-administrative 

procedure)등을 채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탄자니아

본 회의에서 탄자니아 대표단은 type 2와 type 3가 개발도상국들과 많은 관련이 있음으로 선진국

들과의 협력을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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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본 회의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표단은 pooled-fund를 활용할 것을 장려했으며 또한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에도 집중할 것을 주장함. 또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할 것을 권고함. 

프랑스

본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단은 개발도상국의 펀딩(funding)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

고 동시에 지속가능(sustainable)해야 한다고 주장함. Evidence-based 연구를 추천하였으며 ob-

servatory는 비용효과적일 필요성과 동시에 투자의 필요성   또한 필요하다고 발언함. 끝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해야 한다고 하였음. 

스위스

본 회의에서 스위스 대표단은 global system 구축과 진행과정을 follow-up 할 수 있도록 장려

를 하였고 스위스의 추후 투자에 대하여 발표함. 더불어 WHO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분

야는 연구 분야임으로 지속적이여야 한다고 주장함.

인도네시아

본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함. 더불어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열대질병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

히 이루어 져야한다고 함. 끝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음

우루과이

본 회의에서 우루과이 대표단은 지표 개발의 중요성, pooled-fund, financing report 체계, 지

속가능 R&D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에볼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관한 지속 가

능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고 권고함.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볼리비아

본 회의에서 볼리비아 대표단은 열대질병에 대한 연구, CEGW 보고서 출간 및 기타 R&D의 활성

화를 강조함.

인도 

본 회의에서 인도 대표단은 의제 관련 보고서 출간, type 2와 3 관련 구체적인 연구 진행, trop-

ical disease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에볼라 사태 등을 근거로 

pooled-fund 의 수립 및 framework을 권고함. 마지막으로 Director-General에게 회원국들간



320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의 미팅을 개최 해 줄 것을 요구함.

방글라데시

본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대표단은 pooled-fund의 필요성 및 개발도상국에 투자에  대한 중요성

을 주장함. 끝으로 cross-country 분석 관련된 report 출간을 권고함.

 

미국

본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몇몇 국가들의 funding system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pooled-fund

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

브라질

본 회의에서 브라질 대표단은 multiple-fund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아르헨티나

본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financing system 관련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 후 지속가

능한 fund 체계 수립에 대한 발언을 함.

토고

본 회의에서 토고 대표단은 type 2와 type 3의 중요성 및 국가별 pooled-fund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함.

말레이시아

본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tropical disease, type 2 그리고 type 3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야 하며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기타 국가들처럼 pooled- 

fund의 중요성을 주장함.

모로코

본 회의에서 모로코 대표단은 CEWG 관련 보고서 출간 및 WHO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장려함.

중국

본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coordination mechanism의 필요성, 지식정보 공유, scientific 

group에서의 지원 그리고 연구 분야에 집중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중국은 R&D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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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지원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공유에 대한 ‘지불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꾸준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고 주장함.

캐나다

본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은 tropical disease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pooled-fund 및 

R&D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본 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은 의제에 관련하여 투자를 적극 지원 할 것이며 활발한 투

자로 인해 innovation 및 모두가 access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뿐만 아니라 동

시에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함.

수단

본 회의에서 수단 대표단은 type 2와 3, tropical disease 의 중요성 및 외부 감사의 필요성을 언

급함.

 

몰디브

본 회의에서 몰디브 대표단은 tropical disease 관계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상황 이해를 주장함.

대만

본 회의에서 대만 대표단은 coordination에 대한 monitoring 및 개발도상국에게 적절한 비용

으로 정보 제공을 언급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앞으로 더 활발히 R&D 분야에 참여 하기를 장려함. 끝

으로 각 회원국들 간의 과거 경험을 공유 하고 국제적으로 강한 파트너십을 권고함. 

WHO 사무국

본 회의에서 WHO 사무국은 report 출간 및 pooled-fund에 대한 방안을 추후 연구할 계획이라

고 주장함. 더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는 주장을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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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제136차 집행이사회 당시 아프리카 내 R&D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과 조직적인 펀딩 메커니즘의 

강화 및 새로운 자발적 후원국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제 표면에 드러난 Type 

II 와 Type III 질병의 R&D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추후 아프리카 시장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대두된 

것으로 비추어지며 세계의 약품시장에 대한 입지와 연구정보 공유, 전략 계획 수립 등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2.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본 의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WHO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서 채택, 수정

되는 본 의제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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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5-en.pdf

⧠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천계획

○ 전 지구인의 43%가 하루에 2 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국가에는   전염성 

질병이 모든 질병의 50%를 차지함. 빈곤이 health products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자각하여, 새로운 health products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임.

○ 개도국 국민들을 위한 혁신과 공중보건 액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총회는 WHA61.21을 

채택함.

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133번째 EB의 요구에 대응하여, 사무관은 진행사항 보고를 마련한다.

○ WHA 61.21 결의안에서 공중보건, 혁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천계획을 

채택하였으며 WHA62에서는 최종 실행계획을 수정하기로 한다. 

○ WHA62.16 결의안에서 Director-General은 2013년 실천계획 프로그램의 총괄적 검토

할 것을 요구받았다. 

⧠ 주요내용 요약

○ 평가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한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1월: 평과 관리 그룹 마련

－  2015년 3월: 평과와 위임사항 결정 및 승인. 평과 그룹의 잠재적 멤버들에게 프로포잘 요구 

－  2015년 6월: 평과 그룹 멤버 채택 및 계약서 종료.

－  2015년 8월: 사업 실행계획, 타임라인 및 위임사항을 포함한 연간보고서 발간

－  2015년 9월~2016년 9월: 평가계획 실시 및 산출물 모니터링

－  2016년 1월~2016년 5월: 평과 과정에 대해 EB와 WHA에 보고 

－  2016년 10월: 평가 보고서 검토 및 최종 결정

－  2017년 1월~5월: EB와 WHA에 보고서 제출



의제 17 보건시스템 (17.5 공중보건‧혁신‧지적재산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천계획) 325

제2절 한국의 발언

  Thank you, Chair

  We agree and support continued efforts for developing the innovative medicine 

and, in particular, ensuring the universal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of low-middle 

income countries. We also support the diverse research areas and devote more efforts 

to present the good and right directional on polic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domestics and international. 

We will actively participated in cooperation with many other countries for increas-

ing the accessibility and developing the innovative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prop-

erty protection.

Thank you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대부분의 회원국은 액션 플랜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전반적인 본 의

제에 대한 프로그램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촉구한다.

○ 본 의제에 대한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을 모든 국가

들이 동의한다.

⧠ 본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이행은 2016년 1월 138차 집행이사회에서 다시 고려하고 평

가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2017년 70차 총회에 제출될 것을 사무총장에게 건의한다.

○ 6명의 개별 외부 전문가와 UN 평가그룹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임시 평가관리그룹을 소

집을 요청한다.

⧠ 본 의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71차 총회와 142차 집행이사회에서 보고될 것을 요청한다.

2. 주요국 발언

영국

본 회의에서 영국은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의 질을 고려하여 서두르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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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함.

우루과이

본 회의에서 우루과이는 에볼라 사태 발생으로 우리는 글로벌 보건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함. 공

중보건, 혁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천 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회원국과 

WHO지역사무소들의 협력으로 전략을 검토해야 함.

이라크

본 회의에서 이라크는 백신과 의약품 등의 연구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연

구는 저소득 국가들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음.

아르헨티나

본 회의에서 아르헨티나는 평가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본 의제에 대한 136차 집행이사회

에서의 채택이 매우 중요함. 실행계획을 2022년으로 연기 한다는 것에 동의함.

말레이시아

본 회의에서 말레이시아는 본 의제가 채택되고 지난 5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실행계획을 2022년으로 연기 한다는 것에 동의함.

인도

본 회의에서 인도는 동남아시아 지역 카타르에서 진행된 지역 결의안을 채택함을 밝힘. Health 

R&D의 역량을 강화하고 펀드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중국

본 회의에서 중국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존 스케줄이 연장된 것에 동의함.

스리랑카

본 회의에서 스리랑카는 2018년으로 보고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스리랑카는 실행계획을 통해 지

속하고 있음. 스리랑카의 보건부와 WHO와 함께 진행 중에 있음.

말리

본 회의에서 말리는 본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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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본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본 의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음. 정책, 의약품 기구 등의 증진

을 위해 국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WHO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프로그램과 글

로벌 전략을 지지함.

미국

본 회의에서 미국은 GSPOA는 비공식 집행의사회에서 논의한 의제임을 강조함.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함. WHO가 만든 evaluation handbook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코멘트를 순화할 것임. 결정 포인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임.

태국

본 회의에서 태국은 본 의제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에 동의

함. 또한 2022년으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함.

볼리비아

본 회의에서 볼리비아는 renewal 2022까지 하는 것을 지지하며 2018 프로그램 검토하는 것 또

한 지지함.

콜롬비아

본 회의에서 콜롬비아는 본 의제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지지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함. 회원국들은 추후에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음.

칠레

본 회의에서 칠레는 실천 계획 renewl을 2022년까지 하는 것을 지지하며, 프로그램 검토를 

2018년으로 하는 것 또한 지지함.

호주

본 회의에서 호주는 평가그룹은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대만

본 회의에서 대만은 의료케어, 트리트먼트, 기술, 국내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WHO 사무국

본 회의에서 WHO 사무국은 2018년으로의 보고 기간 연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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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의안 WHA68.18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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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 주요 내용

 1. 결정 내용 : 

  (1) 공중보건, 혁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액션 플랜에 대한 기간을 2015년에서 2022년으로 기

간확장 함

  (2) 본 의제에 대한 달성, 도전과저 그리고 제언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 기한을 2018

년으로 연장함

  (3) 포괄적인 평가를 이행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

행함

2. 사무총장에게 요청 :

  (1) WHO의 평가 정책과 WHO evaluation practice handbook 의 가이드에 따라 본 의제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이행함. 평가 관리 그룹의 평가 보고서와 코멘트는 2016년 1월에 개

최되는  138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하며 포괄적인 최종 평가 보고서는 2017년 70차 총회에 집행이

사회를 통해 제출됨

  (2) 6명의 외부 전문가와 2명의 UN  전문 평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임시 평가 관리 그룹을 소집

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도움

  (3) WHO evaluation practice handbook에 의거하여 6명의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고 지역 

사무처장과의 협의를 통함

  (4) 18명의 전문가 구성 시, 성명 균형, 지역 대표 평등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전문 지식 등을 고

려하여 선발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 검토를 이행하도록 함



의제 17 보건시스템 (17.5 공중보건‧혁신‧지적재산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실천계획) 331

  (5) 회원국에게 전문가 지명을 요청하며 사무총장은 18명의 패널을 139차 집행이사회에서 선

발함

  (6) 전반적인 프로그램 검토 승인은 2017년 140차 집행이사회에서 ToR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프로그램 검토 패널은 2017년 2월 집행이사회에서 검토함

  (7) 본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검토는 최종 보고서는 142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2018년 

71차 총회에 제출됨

제5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 대응 전략

본 의제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평가와 이행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내․외부 평가 전문가 자문단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A. 2013-2020 정신건강 관련 포괄적 행동계획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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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주요 논의 경과

○ ’13년 제66회 WHO 총회에서 통합적 ‘Mental Health Action Plan(2013-2020)’ 의결

○ ‘Mental Health Action Plan’ 이행을 위하여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적 정신건강 서비스 전

달체계의 수준 등을 고려한 아젠다 마련 (제65회 WPRO 총회)

⧠ 주요내용 요약 

○ ‘Mental Health Action Plan’ 이행을 위하여 사무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개입, 인적 및 

재정 자원 투입정도, 서비스 능력 및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① 2015년 2월까지 173개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이 중 76%가 독립적인 정산건강정책이 있고, 57%가 정신건강 관련법이 있으며, 15%가 

관련 전담인력이 있음

－ 정신건강을 위한 자원과 서비스 능력은 국가마다 편차가 있으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

전히 많은 한계가 있음

－ 절반 이상의 국가가 정신건강을 위한 기능증대, 예방 프로그램이 있으나, 22%만이 국가

적 자살예방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② 정신건강의 기본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 수행

－ 미주, 유럽,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정신건강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지역적 전략을 마련․

합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도 협의 진행 중

－ 온라인 플랫폼인 MiND bank를 마련(’13.12월)하여, 170 여국에서 정신건강, 약물남

용, 장애, 인권과 관련된 세계적 자원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략, 법, 서비스 기준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음

－ 또한, 2014.9월 발표된 첫 번째 세계적 자살 보고서 및 정신건강 응급영역 등에 대한 몇

몇의 보고서를 출판하였음

 ③ 사무국은 정신건강, 약물남용, 서비스 개발 및 강화, 자살예방, 정신건강 시스템,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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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에 대한 평가․증진 등이 포함된 36개국의 89개 프로젝트의 기술지원에 직접 참여

－ WHO mhGAP의 개입 가이드는 현재 84개국에서 1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 연례적인 mhGAP 포럼을 제네바에서 개최하거나 다른 지역의 이벤트참여를 통하여 정

신건강을 위한 지지활동을 주도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B. 자폐 관련 포괄적 공동노력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efforts for the 

management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336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주요 논의 경과

○ UN 총회 결의 62/139

－ ‘세계 자페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 선포

○ WHO 총회 결의(WHA65.4)

－ 자폐성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어려움에 대한 국제적 인식 필요성과 국제․국가․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 의제 내용 : 자폐성 장애 관련 진행상황 보고

○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보호 네트워크 구축

－ 동유럽자폐네트워크 후원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노력

○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 각국 시민단체의 ‘세계 자폐인의 날’ 이벤트 개최에 대한 관심과 지지

○ 자폐성 장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자폐성장애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모** 및 일반 서비스 제공자(교사, 지역활동

가)를 위한 교육 자료 등 가이드 라인 마련

     * 84개국에서 시행중인 WHO 정신건강행동프로그램(mhGAP)에 맞추어 제작

     **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추진(’15.4월)

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UN 총회 결의 62/139

－ 자폐성 장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및 ‘세계 자페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 선포

○ WHO 총회 결의(WHA65.4)

－ 자폐성 장애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어려움에 대한 국제적 인식 필요성과 국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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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 주요내용 요약 : 자폐성 장애 관련 진행상황 보고

○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보호 네트워크 구축

－ 동유럽자폐네트워크를 후원하는 등 각 국 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연합된 국제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

－ UN사무국에서는 자폐성장애인 및 다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적 조치(priority 

actions) 시행을 위해 자원 동원 및 조직적 메커니즘을 도모

○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 각 국의 시민단체에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 매년 4.2일)

에 대하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UN사무국에서는 

높이 평가

－ UN사무국에서는 인적․재무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진

행 중

○ 자폐성 장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84개국에서 시행중인 WHO 정신건강행동프로그램(mhGAP)에 맞추어 정책관계자 및 

실무자들에게 제공될  역량강화 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작*

              * WHO Collaborating Centres, 각계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하여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

－ 상기 가이드라인에는 자폐성장애아동과 성인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모* 및 서비

스 제공자(교사, 지역활동가)를 위한 교육 자료 포함

              *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은 2015년 4월로 예정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C. 청력 손실

(Disabling hearing los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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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WHO는 전 세계적으로 3억6천만 명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천2

백만 명이 아동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3분의 1이 청력 손실을 앓고 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인적자원, 치료 옵션, 청력 보조기 구입이 제한된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최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12-35세 연령 그룹에 속하는 

약 십억의 인구가 오락을 위해 듣는 큰 소리로 인한 청력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청력손실의 원인이 되는 감염병, 소음, 중독성 약물, 풍진과 뇌막염 등은 공중보건 조치를 통해 예

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3% 만이 보조기구를 

구할 수 있다.

지난 20년 간 많은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은 유아의 청력 손실을 검사 및 관리하는 포괄적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 집행해 왔다. 새로운 진단 방법과 정 한 청력 보조기 등 이 분야에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직장 소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국가들은 환경 및 

오락으로 인한 소음의 통제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청력보호전략 집행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WHO는 다음의 것들을 개발했다:

－ 청력 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2001년 개발, 2004년 갱신)

－ 1999년, 지역사회 소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2011년, 자문 절차를 통해 신생아 및 영유아 청력 검사 기본원칙 개발

－ 2012년,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귀 및 청력보호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전 세계적으로 역학 감시를 통일화하기 위해 1999년 청력 손실 역학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일부 국가들에서 청력 손실의 유병률 조사에 본 프로토콜이 활용되었다.

1차 귀 및 청력 의료보호의 맥락 안에서 보건 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매뉴얼은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진다. 2006년에 출판되었으며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청력 증진을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WHO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많은 나라들에서 청력보호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되고 있다. 이 나라들

에는 방글라데시, 기니, 케냐, 말라위, 몽고, 모로코, 니카라과, 스리랑카,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 포

함된다. 제공되는 기술지원에는 상황 분석, 프로그램 집행, 전략계획 개발, 모니터링 도구 및 성과 

지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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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 예방 사업에 WHO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WHO 협력센터 네트워크가 설립

되었다.

국제이비인후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tolaryngological Societies), 국제청

력학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udiology), 국제청력건강협회(Society for Sound Hearing 

International), Christian Blind Mission 등과 같은 주요 기관과 WHO의 협력이 공고해 졌다.

글로벌 청력손실 추산 유병률이 2013년 발표되었다.

2014년 3월, WHO는 Multi-country assessment of national capacity to provide hear-

ing care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청력의료 보건인력의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으며 청력의료에 대한 국가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WHO는 청력 손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청력의료 계획을 실행할 국가들에서 그 노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역량개발, 인식 제고, 포괄적 청력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한 도구들이 

개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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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그간의 논의 경과

○ 2014년 제6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메디나충 박멸에 대한 진행보고(A67.40)가 있었음 

－ 현재 197개 국가와 지역 및 영역이 메디나충증 퇴치를 인증받았으며, 9개국이 남아 있음

(발생국: 차드, 에티오피아, 말리, 남수단; 퇴치 인증 전단계: 가나, 케냐, 수단; 미발생보

고국: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 의제내용

○ 2014년에도 여전히 4개국(차드, 에티오피아, 말리, 남수단)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풍토성

으로 발생하고 있음

－ 54개 마을로부터 126건의 case가 WHO에 보고됨(2013년 대비 임상 건수 15% 및 발생 

마을의 48%가 감소함)

－ 남수단에서 보고신고 건에 대한 포상법 적용 후 월별 리포트 90% 증가, 6개국에서 

14,000건 이상의 소문 중 24시간 내에 90%를 조사

－ 여전히 퇴치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분쟁지역에서의 안정성과 접근성의 확보임

－ 차드의 Chari 강 유역에서 감염된 개가 보고된 이후 개에서의 인수공통생태학적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시함

－ 제10회 국제 메디나충증 퇴치 인증위원회에서 가나를 198번째 메디나충증 퇴치 국가로 

인증하였음

         ․ 사무국에 메디나충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포상 사업 확대하도록 조언하였음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경과 보고 내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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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2014년 제6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메디나충 박멸에 대한 진행보고(A67.40)가 있었다. 현재 197

개 국가와 지역 및 영역이 메디나충증 퇴치를 인증받았으며, 남아있는 9개국 중 퇴치 인증 전단계 

국가는 가나, 케냐, 수단이고 미발생보고국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이며 계속적인 발생국은 차드, 

에티오피아, 말리, 남수단이다. 차드, 에티오피아, 말리는 적극적인 감시 및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고, 남수단은 2013년 모든 메디나충증의 76%가 남수단에서 보고되었으며, WHO는 메디나충

증 감시사업 강화, 능력배양, 환자 발생 소문 조사 및 보건 교육과 협조 등의 기술적 지원도 같이 지

원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와의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 미확보에 따라 감시 및 조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2011. 5. 1 세계보건총회에서는 WHA64.16을 통해 메디나충증이 박멸될 때까지 매년 진

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했으며, 본 보고서는 2014년의 진행보고서이다. 1980년대 이후 국가

별 퇴치프로그램에 따라 17개 국가에서 메디나충증이 박멸되었으나, 4개국(차드, 에티오피아, 말

리, 남수단)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풍토성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54개 

마을로부터 126건이 WHO에 보고되었는데, 이 수치는 15% case 감소 및 발생한 마을의 48%가 감

소하였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임상 case는 남수단 70, 말리 40, 차드 13, 에티오피아 2건이고, 수

단은 퇴치인증 전단계에 있으며, 2013년 3건 발생하고, 2014년에는 환자 보고가 없었다. 

2014년 8,9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능동적 감시 즉, 모든 지역에 대한 유충 구제를 실시하였다. 남

수단에서 보고신고 건에 대한 포상법을 적용한 뒤에 월별 리포트가 90% 증가하였으며, 6개국에서 

14,000건 이상의 소문 중 24시간 내에 90%를 조사하였다. 퇴치인증 국가는 2014년에도 WHO에 

분기 보고를 제출하고 있다. 퇴치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분쟁지역에서의 안정성과 접근성의 확보

이다. 

2012년 3월 북부 말리에서 UN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했지만, 국가 메디나충증 퇴치 프로그

램 활동은 방해를 받고 있다. 2014년에 말리에서 많은 임상케이스가 보고된 이유는 201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디나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Burkina 

Faso,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의 말리 난민캠프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남수단의 경

우, 메디나충 발생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몇몇 지역에서 대량의 인구 이동에 의한 민간차원

의 불안감이 퇴치 프로그램 수행을 방해하였다. 

2010년 Chari 강 유역에서 감염된 개가 보고된 이후 산발적인 케이스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드에서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있다. 전파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CDC와 카터 

Center에 의해 비전형적인 전파 모델 조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WHO 사무국은 낮은 수준의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차드에서 개에서의 인수공통생태학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월 12-13일 제네바에서 과학적 기술 모임을 소집하였다. 제10회 국제 메디나충증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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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에서 가나를 198번째 메디나충증 퇴치 국가로 인증하였다. 위원회는 사무국에 메디나충

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포상 사업을 확대하도록 조언하였다. 

제67차 보건총회에 메디나충증 발생국 및 지역의 보건장관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WHO 

아프리카 지역 의장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장관들과 대표자들은 전파 차단 및 퇴치 프로그

램이 수행되도록 리더십을 요구받았다. 카터 센터는 발생 국가에서의 퇴치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

을 계속할 것이며, UNICEF 또한 위험 마을과 지역의 식수 개선사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WHO는 메디나충증 퇴치 인증을 준비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전‧후 조사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제 68차 보건총회의 메디나충증 퇴치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대해 아국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메디나충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포상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확대 및 남발

이 우려되므로 사업 확대시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ose from Africa, 

relevant communities, and partners, for your friendly and active efforts to prevent and 

eradicate dracunculiasis. So far, there has been no case of dracunculiasis reported in 

Korea. However,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emergence and expansion of this dis-

ease due to increased international travel and people-to-people exchange as well as 

global climate change.

   In regards to this agenda, Korea supports WHO in continuing active monitoring 

and technical assistance. In particular, safety must be guaranteed in South Sudan for 

the smooth operation of eradication programs. In the meantime, we agree to most of 

the award programs to contain the spread of Dracunculiasis. However, we have con-

cerns over the reckless expansion of such projects and the overuse of the funding. 

   We will actively join the global efforts to eliminate and prevent dracunculiasi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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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메디나충 박멸 관련 경과 보고

2. 주요국 발언

코트디부아르, AFRO 대표 발언

지난 30년 간의 노력으로 메디나충 박멸에 큰 진전이 있어, 이 질환의 전 세계 박멸까지 9개 국가 

만이 남아있음. 강화된 감시체계, 행동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접근으로 박멸을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하겠음.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국제 메디나충증 퇴치 인증위원회는 사무국에 메디나충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포상 

사업을 확대하도록 조언하였다. 보건총회에는 메디나충증 발생국 및 지역의 보건장관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WHO 아프리카 지역 의장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장관들과 대표자들은 전

파 차단 및 퇴치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리더십을 요구받았다. 카터 센터는 발생 국가에서의 퇴치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UNICEF 또한 위험 마을과 지역의 식수 개선사업을 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WHO는 메디나충증 퇴치 인증을 준비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전‧후 조사

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또한 WHO의 적극적인 감시 및 기술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남

수단의 경우, 퇴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확실하고 지속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응 전략

대한민국정부는 메디나충증 퇴치와 국제 전파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메디나충증 발생 보고는 없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한 해외여행 등의 

국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질병 확산가능성이 있어 법정 해외유입기생충질환으로 규정하여 

관리 및 감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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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2012년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주혈흡충증 박멸에 대한 진행보고(A65.21)

○ 주혈흡충증은 전세계 약 2억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90%가 sub- 

Saharan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음

－ WHA54.19 결의안에서 주혈흡충증의 예방적 조치로 예방적 화학요법제 처치와 적절하

고 위생적인 환경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내용

○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국가, 남아메리카, 지중해 국

가)에서 주혈흡충증 예방을 위해 예방적 화학요법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프리카와 서태평양 국가에서 주혈흡충증 전파 차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

○ WHO 사무국에서는 전파 차단 프로그램 평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 

받을 예정임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경과 보고 내용 인지

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2012년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주혈흡충증 박멸에 대한 진행보고(A65.21)가 있었다.  

주혈흡충증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전세계 약 2억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

로 추정하며, 이들의 90%가 sub-Saharan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WHA54.19 결의안

에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몇몇의 역학조사 방법이 정해지고 퇴치 목표를 위한 강력

한 정치적 수행, 즉 예방적 조치로 구충제 투약과 적절하고 위생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주혈흡충증 관리 조치는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보건 시스템에 아울러져서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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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요약 

○ 2012년 열대풍토소외질환에 대한 런던 선언과 WHO's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 열대풍토소외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주혈흡충증의 경우, 

2012년 31개국 42.1백만명, 2013년 23개국 40.5백만명이 보고되었다. 2014년에 총 282

백 만정의 프라지콴텔이 증가하였으나 필요량의 51.2% 밖에 충족하지 못하였다. 먼저 아프

리카 지역의 경우 2014년 주혈흡충증 지도가 개선되어 25개국(61%)이 완전히 지도화 되었

으며, 15개국(37%)이 부분적으로 지도화 되었다. 예방적 화학요법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2013년에 27.5백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나, WHO 목표인 학생들의 

75% 보다는 낮았다. 탄자니아의 잔지바와 부룬디, 르완다 3개국에서 보건교육, 위생환경 

개선, 달팽이 관리를 포함하는 주혈흡충증 차단 프로젝트가 입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메리

카 지역에서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2개국에서 예방적 화학요법제가 필요하였고, Suriname

과 Saint Lucia 2개국은 전파가 남아있고, Antigua 섬, 도미니카공화국, Guadeloupe, 

Martinique, Montserrat와 푸에르토리코 6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전파가 차단되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오직 인도네시아만이 예방적 화학요법제

가 필요하였으며, 2013년에 10,392명이 투약을 받았다. 유럽 지역의 경우, 2014년 보고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프랑스의 Corsica지역에서 17건의 토착성 방광주혈흡충증이 

보고되었으며, 중간숙주인 달팽이가 존재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세 한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동부 지중해 지역은 이집트, 소말리아, 수단과 예맨 4개국이 화학요법이 필요

하고, 2012년에 2.7백만명이 예방적 화학요법제를 처치 받았음을 보고하였으나, 2013년에

는 이집트, 수단, 예맨에서는 2012년에 비해 12백만명 가까이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특히 예맨에서는 80.1%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5배 이

상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서태평양 지역의 경우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필리핀 4개국

이 예방적 화학요법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이 각각 3.8백만명이 치

료받았고, 2013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서 1,014,529명이 투약을 받았다고 보

고하였으나, 중국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 예방적 화학요법제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달팽이 관리, 식수 공급, 기초적인 환경 및 위생 교

육과 같이 주혈흡충증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공중보건학적 조치들의 보조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국에서는 전파 차단에 대한 평가 절차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향후 내‧외부 전문

가 검토 후 가이드라인 검토 위원회 미팅에서 교정을 받을 계획이다. 달팽이 관리를 위한 약

제 투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WHO 살충제 평가 위원회에서 검

토를 받을 예정이다. 주혈흡충증과 다른 매개체 전파질환 발생 지역에서 다른 매개체 관리

와 함께 달팽이 관리도 역시 고려될 것이다.  저농도 전파 지역에서 주혈흡충증 진단을 위한 

안정적인 진단검사법 적용이 검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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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입장

○ 제 68차 보건총회의 주혈흡충증 차단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아국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주혈흡충증에 대한 지역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의 프라지콴텔의 예방적 화학요법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한다. 프라지콴텔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모니터링을 할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공

중보건 관점에서 주혈흡충증 전파 차단을 위해 달팽이 관리, 식수 공급, 기초적인 환경 및 

위생 교육이 동시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예방적 화학

요법제 처치 대비 연도별 발생률의 변화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ose from Africa, rel-

evant communities, and partners, for your friendly and active efforts to prevent and 

eradicate schistosomiasis. So far, there has been no case of Schistosomiasis reported 

in Korea. However,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emergence and expansion of this 

disease due to increased international travel and people-to-people exchange as well 

as global climate change.

  

   We have concerns over the continued use of praziquantel as preventive chemo-

therapy in the African and East Mediterranean regions.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misuse and abuse of praziquantel  as well as side effects be monitored. At the same 

time, we call for strong snail control, potable water supply, basic sanitation and hy-

giene education in order to contain the spread of Schistosomiasis more effectively. We 

would also like to ask the secretariat to ensure that the annual report will include re-

ports on year-on-year changes in Schistosomiasis occurrence compared to the use of 

preventive chemotherapy.

   The Korean government pledges that we will actively join the global efforts to 

eradicate and contain Schistosomiasis worldwid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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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사무국의 경과 보고 인지 

2. 주요국 발언

코트디부아르, AFRO 대표 발언

주혈흡충증은 만성적인 형태로 치명적일 수 있음. 현재 36개 나라가 화학적 예방요법을 시행 하

고 있으나 학동기 연령의 아이들에 대한 낮은 복용율이 문제임. 보건 교육, 수질 관리와 함께 결의안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전세계 약 2억명 이상이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혈흡충증은 공중보건학적으

로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전체 감염자중 90%가 sub-Saharan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국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혈흡충증의 지속적인 

전파와 확산이 우려된다. 그러나, 주요 해당  발생지역은 지역보건시스템이 취약하고,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하여 주혈흡충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적 대응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WHO에서는 전 세계적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 각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2. 대응 전략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성 주혈흡충증 발생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향후 활발해진 국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해외유입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주혈

흡충층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감시를 통해 주혈흡충증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효과적인 주혈흡충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달팽이 관리, 식수 공급, 기초적인 환경 및 위생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무국 및 주혈흡충증 전파 차단 프로그램 관련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E. 주혈홉충증 박멸) 351

국을 대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혈흡충증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

이다.

또한 국제 유행 지역 내에서 프라지콴텔의 예방적 화학요법제의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수

집, 분석하고, 새로운 유행지역 발생 현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주혈흡

충증 유행지도를 작성하여 향후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 차단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는 자

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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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2012년 1월에 WHO 로드맵과 열대풍토소외질환에 대한 파트너들(WHO 담당자, 기부자, 정치

가, 제약사)간의 런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내용은 치료제와 기타 시스템들의 확장, 확대 및 적용,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국가적 및 국제적 협조 및 협의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발병

지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강력한 보건 강화 시스템 적용 및 지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보급에 대한 것이었다. 

2013년 제66차 세계보건총회와 제132차 WHO 집행이사회에서는 각각 의제 보고(A66.20, 

EB132R.7)가 있었다. WHO에서는 총 17개 열대풍토소외질환(바이러스2종: 뎅기열, 광견병; 세균

4종: buruli ulcer, leprosy, trachoma, yaws; 기생충8종: 낭미충증, 메디나선충증, 포충증, 식품

매개성 흡충증, 림프성사상충증, 회선사상충증, 주혈흡충증, 토양매개성 연충증)을 선정하여 관리하

고 있다. 내용으로는 Yaws(열대지방 피부병, 딸기종 또는 프람베지아)에 대해 가나, 파푸아뉴기니, 

솔로문섬, 바누아투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azithromycin 1회 경구투여가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고 2014년 12월에 인도는 WHO에 자국내 yaws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퇴치 인증을 요구하였

다. 회선사상충증은 2013년에 콜롬비아, 2014년에는 에콰도르에서 퇴치되었다. 

2014년 10월에 멕시코는 사무국에 퇴치 보고서를 제출했고, 과테말라는 치료 후 추적조사를 끝

내면서 2015년 말에 퇴치 보고서를 제출 준비 중에 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아메리카 지역에

서 회선사상충증의 예방적 화학요법제를 실시한 마지막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수면병은 점차 감소하

고 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국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고위험지역에서의 발

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도 내륙에서 전례없는 내장리슈만편모충증 퇴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술전문가와 정치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신

규 환자가 70% 이상 감소하였다. 2014년에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태국은 내장 리슈만편모

충증 퇴치를 위해 liposomal 암포테리신 B 처방을 적용하기로 MOU를 맺었다. 반면, 피부 리슈만

편모충증 발생 국가가 아프리카, 유럽 및 동부 지중해지역 국가들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다. 부룰리 

궤양 건은 많은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WHO는 3개 발생국가로부터 7명의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에서의 mycolactone 검출법 훈련을 미국에서 받도록 지원했다. 

샤가스병은 북서부 아르헨티나와 페루 남부의 주택 집지역의 매개체 전파와 수혈 전파 차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 case 확인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뎅기열과 치쿤구니야는 지속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pyrethroids 단일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보고되고 있음에 따

라 새로운 기술적 조언과 매개체 관리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매개체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WHO

의 살충제 평가 개요에서는 1) 신규 공중보건 살충제에 대한 시험과 평가, 2) 살충제 관리를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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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개선시켰다. 

WHO는 댕기열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글로벌 전략으로서 202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사망률 

50% 감소를 위해 매개체 관리, 진단법 개선, 환자 관리 및 감시 및 신약 및 백신 연구 등을 집중할 

것이다.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사람-동물-환경에서의 전파 차단을 요구하는데, WHO는 

FAO, OIE, 개인 및 NGO와 연계하여 포충증, 식품매개성 흡충증, 광견병, 조충증 및 신경성낭미충

증과 같은 질환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열대소외질환 관리의 목표는 열악한 빈곤 줄이기 등의 사회

경제적 상황 개선을 통해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질환에 대한 공중보건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데 있다. 

열대소외질환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5가지 공중보건시스템이 2013년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에

서 2014-2020 전략계획(AFR/RC63/R6)으로 채택되었다. 첫째는 예방적 화학요법제, 둘째는 집

중적인 환자관리, 셋째는 효과적인 매개체 관리, 넷째는 적절한 수의공중보건학적 서비스를 통한 소

외 인수공통질환의 관리, 그리고 다섯째는 식수, 위생 및 환경 개선이다. 내용으로는 보고서, 평가 

및 분석 관련 표준화된 양식이 만들어졌으며, 각 국가별 열대소외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

해 on-line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2014년 열대소외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약 200명의 프로그램 관리

자가 관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의 예방적 화학요법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별 팀에게 

훈련 과정을 제공했다. 한편 샤가스병에 대한 신규 과정이 WHO 협력 센터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WHO에서는 열대소외질환으로 고통받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개선된 약물을 

제공하고자 더 많은 연구와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제약회사들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를 통해 외부연구자들에게 자체 화합물 정보를 열람토록 했다. 

WHO는 지속적으로 질환 전파 감소를 위해 글로벌한 노력으로 안전한 식수 공급과 공중위생 및 

환경 위생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학교 관리 프로그램은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며, 특

정 감염병의 구강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안전한 식품 관리법도 강조될 것이다. 국가별 열

대풍토소외질환 관리 프로그램들은 상황분석, 전략, 예산, 예방, 진단, 치료, 감시, 개발력 및 운영성 

등에 대해 강화, 유지 및 명확한 책임 소재가 요구될 것이다. 열대소외질환의 전지구적 감소를 위해 

10가지의 활동이 필요함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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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highly prais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ose from Africa, 

relevant communities, and partners, for your friendly and active efforts to eradicate 

neglected tropical diseases. 

We appreciate WHO for leading a lot of technical support and cooperation regard-

ing neglected tropical diseases. Recognizing the continuous occurrence and possible 

spread of dengue fever and chikungunya, we call for multifaceted and closely-linked 

research,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vector control, as well as continuous research 

and surveillance regarding zoonotic diseases.

The Republic of Korea pledges to actively join the global efforts to eliminate and 

contain the spread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s worldwide.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열대풍토소외질환 관련 경과 보고 인지

2. 주요국 발언

적도 기니

열대풍토소외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그간 각국의 노력과 진전이 있어왔음. 국제 사회의 지속

적인 재정적 지원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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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WHO는 열대풍토소외질환의 관리를 2012년 런던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13년 제66차 세계보

건총회와 제132차 WHO 집행이사회에서 총 17개 열대풍토소외질환을 선정하여 열악한 빈곤 줄이

기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을 통해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질환에 대한 공중보

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열태풍토소외질환에 대한 관리, 예방, 퇴치 및 박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2013년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에서 예방적 화학요법제, 집중적인 환자관리, 효과적인 매개체 관

리, 적절한 수의공중보건학적 서비스를 통한 소외 인수공통질환의 관리, 그리고 식수, 위생 및 환경 

개선에 대한 5가지 공중보건시스템이 채택되어 열대풍토소외질환의 성공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

였다. 

 

2. 대응 전략 

본 의제에서는 WHO에서 각 국가별 열대소외질환들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열대

소외질환의 퇴치를 위해 WHO에서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공중 위생 및 환경 위생 등의 글로벌한 노

력과 안전한 식품 관리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부는 WHO를 중심으로 뎅기열과 치쿤구니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및 확산의 우

려가 있음을 상기하고 기후변화와 매개체관리 등 다각적인 조사와 연계성 있는 연구, 인수공통질환

에 대한 조사와 감시 등을 통해 열대소외질환 퇴치를 위한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

력에 적극적으로 동참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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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2012년, 15세~49세까지 4종*의 치료 가능한 성매개감염병 신규자 수: 

* Chlamydia trachomatis(127백만 명); Neisseria gonorrhoea(85백만 명); syphilis(5백만 

명); Trichomonas vaginalis(177백만 명) 

  ※ Herpes simplex virus type 2: 417백만 명

○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제적 전략은 2006~2015까지 모든 WHO 지역에서 전략 개

발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적어도 88% 국가에서 관련 정책과 지침을 개정했음

－ 특히 모든 지역에서 선천성 매독의 국제적 퇴치를 위한 WHO의 적절한 전략과 HIV 모

자 감염 퇴치 전략을 협력하여 수행함

⧠ 2015년 이후의 국제적 전략 필요. 성공에 기초한 보편적 건강범위 틀(health coverage 

framework)과 지속적 개발 목표를 포함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성매개감염병 서비스를 위한 재정 메커니즘(financing mechanism) 및 인력 자원 역량 강화

○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특히 HIV 감염과 생식기 건강에 대한 폭넓은 아젠다를 통합하

여 서비스 접근 향상

○ 수행 확대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회원국에 지도, 특히 취약계층과 전략적 핵심 인구집

단을 위하여 감시 강화, 지식 개발, 발병, 병인, 항균저항성에 대한 보고 국가 증가

○ 현장진료 진단검사에 대한 소개와 개발을 통한 혁신과 백신, 살균제, 건강증진 방안 같은 새

로운 예방적 수행을 통한 가속화된 접근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경과 보고 내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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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2005년 세계정상회담) 2015년까지 생식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고자 약속하

였다.

○ (제59차 세계보건총회) WHA59.19 결의문을 통해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의 국제적 전

략을 채택하여 ‘09, ’12, ‘15년에 전략의 이행사항 보고를 요청하였다.

⧠ 주요내용 요약 

○ 2012년 15세~49세까지 4종의 치료가능한 성매개감염병 신규자 수는 Chlamydia 

trachomatis 127백만명, Neisseria gonorrhoea 85백만명, syphilis 5백만명, Trichomonas 

vaginalis 177백만명이었다.

      ※ herpes simplex virus type 2: 417백만명

○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의 국제적 전략은 2006년~2015년까지 모든 WHO 지역에서 전략 

개발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적어도 88% 국가에서 관련 정책과 지침을 최신화 했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선천성 매독의 국제적 퇴치를 위한 WHO의 적절한 전략과 HIV 모자 감염 

퇴치 전략을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산전관리 참여자의 매독 검사율은 2008년 78%에서 

2013년 84%로 증가했으며, 이 그룹에서 보고된 매독 양성반응률은 1.4%에서 0.6%로 감소

되었고, 부정적 임신결과가 매독이 되는 경우는 2008년 52만명에서 2012년 37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진전이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서 임신 여성의 적어도 95% 스크리

닝을 목표로, 발견된 양성자에 대한 95% 치료에 대한 노력 증대가 필요하다.

○ 2015년 이후의 국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에 기초한 보편적 건강범위 틀(health 

coverage framework)과 지속적 개발 목표를 포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성매개감염병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제(financing mechanism) 및 인력 자원 역량 

강화

－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특히 HIV 감염과 생식기 건강에 대한 폭넓은 아젠다를 통

합하여 서비스 접근 향상

－ 수행 확대를 위한 기제에 대하여 회원국에 지도, 특히 취약계층과 key population을 위

하여 감시 강화, 지식 개발, 발병, 병인, 항균저항성에 대한 보고 국가 증가

－ 현장진료 진단검사에 대한 소개와 개발을 통한 혁신과 백신, 살균제, 건강증진 방안 같은 

새로운 예방적 수행을 통한 가속화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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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is continuously monitoring 6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through surveillance systems, including syphilis, gonorrhea, chlamydia, Chancroid, 

genital herpes, condyloma accuminatum.

The Korean government is conducting a national project to prevent sexually trans-

mitted infections, including HIV,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We are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romotion to encourage high-risk groups, including sex 

workers, to voluntarily take a screening test. Furthermore, central and local govern-

ments are providing screening and treatment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through regional public health centers or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while refer-

ring patients to other hospitals if necessary.

Korea supports and will actively join the post 2015 glob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 particular, we agree to WHO’s strat-

egy to increase access to servic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prevention and con-

tro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to the broader agendas on HIV/AIDs. We will 

spare no support to strengthen financing mechanisms and human resource capacity 

for better services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Thank you.

제3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사무국 경과 보고 사항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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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발언

미국

성매개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침이 필요함. 임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항생제 내

성의 측면에서도 중요.  

중국

성매개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는 전 세계의 합치된 노력이 필요함. 

제4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제 68차 세계보건총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WHO는 2006~2015년까지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리 성과로 88%의 국가에서 정책과 지침의 최신화를 이뤘고, 각국에서는 2015년 이후의 지속적 

목표인 HIV 감염과 생식기 건강에 대한 폭넓은 아젠다를 통합하여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키고, 성매

개감염병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제 및 인력자원 역량 강화 등의 노력과 WHO의 주관하에 전 세계

가 공조하는 예방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대응 전략 

대국민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성행태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검진 활성화

로 조기발견 및 치료에 기반한 예방관리를 지속하며, 특히, 감염취약계층(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

상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임신부에 대한 매독 및 HIV 산전검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수

직감염 등 신생아 감염 예방에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규모 파악 및 변동양상의 예측을 위해 국가 성매개감

염병 감시체계의 운영 및 학계와 연계하여 임균 항생제 내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성매개감염병 진료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2015년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WHO의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국제적 전략에 적극 동참해 나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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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논의 경과

○ 58차 보건총회, 60차 보건총회, 66차 보건총회, 67차 보건총회에서의 결의된 안건들의 경

과를 살펴보았다.

○ WHA67.10, WHA58.31, WHA66.7는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의 향상,  WHA60.25는 의료

제도와 관련된 결의안이다.

⧠ 주요 내용

○ H. 신생아 건강

○ I. 여성, 신생아, 아동건강에 있어서 보편적 보장

○ J. 여성 및 아동의 구명물품에 관한 UN위원회의 권고조치 이행

○ K.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2. 의제 내용

⧠ 신생아 건강 (WHA67.10 결의)

○ 신생아사망과 사산을 줄이고, 필수적인 개입을 늘려왔던 경과에 대해서는 MDGs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와 관련해서 발행된 각종 문서들에 잘 담겨 있다. 

○ 회원국은 신생아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행동지침을 완결하

거나, 관련 구성 요소(출산, 산모, 신생아, 어린이 건강)들에 관한 기존 계획을 강화시켜왔다.

○  일부국가는 새로 지침을 세우고, 기존 계획들을 수정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WHO의 각 지역사무소들도 신생아 행동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 출산, 산모, 신생아와 어린이 건강에 대한 필수 개입에 관한 합의는 정부와 협력자들의 전략

적인 투자 규모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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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사무국은 이를 위한 전

략을 개발해 왔다. 

○ 신생아에 대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이 시작된 이후, 국가 단위에서의 실행(implemen-

tation), 구현(advocacy), 감시와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라는 조직화된 행동

이 개발되었다.

－ WHO와 회원국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산모 및 신생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나 사산

을 없애고자 한다. 

○ 또한 인권협의회(Human Right Council)의 요청에 대응하고자, 사무국은 5세 이하의 사

망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의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였으며,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해

서 파트너를 발굴하고,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

축해왔다.  

⧠ 산모, 신생아, 아동건강에 있어서 보편적 보장 (WHA58.31 결의)

○ 2010년 이후 산모, 신생아,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보장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 이로 인해 산모, 신생아, 아동의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

니다. 

－ 이들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은 나아졌지만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 정도는 악화되었다. 

○ WHO는 글로벌 백신 계획을 포함하여 출산, 산모, 신생아, 어린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원국 및 파트너와 함께 진행 중이다. 

○ 특히, WHO는 신생아 건강 행동 계획을 강화하였다. 

○ 사무국은 Strategies toward ending preventable maternal mortality라는 지침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로 인해 필수적인 개입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엔 사무국이 2015년 9월에 발행할 예정인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다방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여성 및 아동의 구명물품에 관한 UN위원회의 권고조치 이행 (WHA66.7 결의)

○ 결의문 WHA66.7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여성과 아동의 구명물품 계획을 촉구하였으며, 사

무총장에게는 이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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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의 보건부는 유엔 산하의 UNAIDS, UNFPA, UNICEF, UN Woman과 WHO, 그리

고 약 100여개의 참여 기구와 함께 결의문의 권고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 

○ 각 국은 결의문의 요구에 맞춰 국가 자체적으로 수요주도형의 활동을 개발하고, 의료 인력

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을 의료 인력에게 전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기술자원 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장애를 해결하

고 있다. 

－ 예를 들어, 13가지 구명물품을 WHO Model List의 필수 의료품 항목으로 올렸으며, 물

품 조달과 자원 조달을 유도한다. 

○ 많은 국가가 물품 조달의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

가 요구된다. 

○ 수입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특정 약물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공급과 재정 상

태가 불안정하여 도전 과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 2012년 5월 제65차 세계보건총회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 형평성 의제를 발전시

키는 안을 담은 결의안 WHA65.8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제66차 세계보건총회

에 제출된 보고내용의 갱신(更新)판이다.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 형평성에 관한 정치적 결단과 행동은 점점 증가해 왔다. 

2013년 3월 현재, 103건의 국가협력전략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혹은 “health in all 

policies’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적 요청이 담겨있다.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 형평성을 글

로벌 보건 및 개발 의제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post-2015 지속가

능 개발 목표와 보편적 의료보장에서도 특히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다. 

○ 제8회 ‘글로벌건강증진컨퍼런스’(2013년 6월 10-14, 헬싱키)는 health in all policies에 

주안점을 두었다. 세계보건총회는 결의안 WHA67.12에서 이에 대한 ‘국가액션프레임워크’

의 초안을 요청했다. WHO의 Health in All Policies 훈련 매뉴얼은 Health in all 

policies의 기술과 접근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3월 이 매뉴얼의 활용에 관한 과정

에 각 지역 기관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사회적 결정요인은 WHO 지역사무소의 전략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아프리카지역사무소는 health in all policies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강증진: 아프리카지

역의 전략’이라는 전략안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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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지역사무소는 사회적 결정요인을 2014-2019 전략계획의 일부로 삼고 있다. 

2014년, health in all policies에 대한 지역 계획이 제53차 미주건강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5년 3월에는 그 계획의 실행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사회적 결정

요인은 남아메리카국가연합의 2010-2015 액션플랜에서 다섯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 2014년, 동남아시아지역은 health in all policies에 대한 지역프레임워크를 발행했다.

○ 2012년, 유럽지역위원회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회의 액션에 중점을 

둔 ‘Health 2020: a European policy framework and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라는 정책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지역 국가들은 Health 2020에 따라 국가 보건 정책을 수

립했으며 2014년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Health 2020를 다가올 UN개발지원프레임워크와 

통합하는 안, 그리고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지역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 2014년, 동부지중해지역에서는 지역 내 핵심적인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들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지역의 사회적 결정요인 전략과 이에 대한 특별전담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 서태평양지역에서는 보건 장관들이 “건강한 섬” 비전의 틀 속에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결단을 재확인했다.

○ 2014년 아프리카지역사무소는 사회적결정요인 사업을 지원할 기술단을 설립하고 Small 

Island State 네 군데에서 그곳의 건강 형평성을 분석했다.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는 보건시

스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Health Literacy Toolkit을 출판했다.

○ WHO 내에서 사회적,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활동들과 프로

젝트들이 고안되었다. 2013년, 본부에서는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 부서’가 ‘공중보건, 환경

적․사회적 건강결정요인 국(局)’에 통합되었으며 우선순위로 정해진 영역에는 주택과 보

건, 식수와 위생, 공기 질(質) 등이 포함된다.

○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의 트렌드와 효과를 모니터링할 역량이 제고되었다. 2013년, 

‘Handbook on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with a special focus o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가 출판되었으며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이 핸드북 활용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었다.

○ WHO는 많은 ‘복합분야 활동’(cross-cutting activit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

회적 건강 결정요인들에 대한 홍보, 연구, 역량개발 및 직접적 기술지원에 대한 UN과 기타 

정부간기구와의 협력도 포함된다. 2013년, Roll Back Malaria Partnership과 UNDP는 

‘다분야 말라리아 액션 프레임워크’를 착수했다. 같은 해 UNDP는 만성질환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룬 토론집을 출판하고 웨비나(webinar) 시리즈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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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신생아 보건(결의문 WHA67.10), 여성, 신생아, 아동 건강 개입 관련 보편적 보장을 위한 

작업(결의문 WHA58.31), 여성/아동을 위한 구명물품에 관한 UN위원회 권고조치의 이행

(결의문 WHA66.7)에 대한 진행상황이 검토되었다.

⧠ 여성, 어린이, 신생아 건강의 중요성 강조

○  다수의 국가가 여성과 어린이, 신생아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Action 

Plan의 실행, Health Regulation의 강화와 더불어, 인력을 비롯한 각종 기반을 구축할 것

을 강조하였다.

○ 특히, 내년에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관한 conference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다.

⧠  영역 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교육과 보건이 연계되어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이 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보건부는 재정이나 인력과 관련된 타 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주요국 발언

보스와나 

아프리카 지역은 임심 중에 산전서비스를 받는 여성의 비중이 낮고,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도 적

다. 전 세계적으로 모성사망률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은 취약하다. 재정, 인력, 

커뮤니티의 낮은 참여율, 정책과 프로그램 간의 불일치, 건강의 불평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UHC를 확대하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필요하며, 보건부는 재정경제부, 인력과 관련된 부처 등과 협력을 해야 한다.

영국

많은 국가가 Action Plan을 하고 있으나, 핵심 문제에 해당되는 사산(stillbirth)에 관심이 부족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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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Health Regulation(규약)을 강화하고, Standard Care(표준화된 치료: 임상지침)를 향상시켜야 

신생아 사망을 줄일 수 있다.

기타

노르웨이는 교육-보건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구명물품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덴마크는 내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관한 conference를 소개하

였다. 이란과 이라크는 Progress report에 대해 간략한 언급을 하였다. 중국, 니제르, 타이,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타이완은 Progress report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자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어 비정부참여주체(world vision, Word Dental Federation, Save the 

children)의 참여 의지 발언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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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L.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와 보편적 의료보장

(Sustainable health financing structures 

and universal coverage)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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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지속적인 보건 재정구조와 보편적 보장 (결정문WHA64.9) 

○ 결정문 WHA64.9에서 회원국들은 서비스 당시 과다한 직접 지불을 방지 하고, 위험분산기

전과 같이 보건서비스 이용에 선불방법을 도입하여 과부담의료비를 막기 위해 보건재정구

조 발전을 주장했다. 

○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별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졌

는데, 1) 보건의료 재원(특별세 추가 등)을 늘려서 본인부담금(out-of-pocket)을 줄이거

나, 2) 행정비용 절감 등의 자원 사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 3) 의약품관련 지출을 줄이

기 위한 조달과정 개선 등이 있다. 

○ 모든 지역과, 소득 수준의 국가가 이러한 과정에서 WHO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UN, 다자

기관, 양자개발기구, 재단,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등도 협력하고 있다. 지원의 범위는 고위

급 정치적 역할, 현재 재정시스템의 기술적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건재정 

전략 및 시행계획 개발, 계획시행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기반을 마련한다. 최신지식 

생산, 개혁 경험 공유, 자원 추적, 책무성,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 역량강화 등을 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규범적 사업(normative work)과 국가수준 사업에는 강력한 연

계가 있는데, 그 예로 보편적 의료보장의 진전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WHO-World Bank 공

동 프레임워크 개발이 있다.

○ 자발적 의료보험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 형태의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지출(사회건강보험 

포함)이 주도해야 한다. 이는 비공식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여 재정 징수가 어려운 국가의 

현안으로, 보건 분야에 예산을 우선 할당하거나 정부지출 증가(새로운 세금 신설, 징수 방법 

개선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효율성 개선을 위해 분화(fragmentation) 감소를 실시하고 있다. 50개 이상 국가에서 일반 

예산과 사회건강보험 분담금을 하나(a common pool)로 통합하여 재분배 역량 증가, 행정

비용 감소, 구매력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 국가들은 효율성 증진과 우선순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보장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전은 다양하지만, 모두 자원 분배와 정보(인구집단의 건강요구,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 등)의 연계를 수반하고 있다.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보건 재정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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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에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인센티브 지급제도에 응대할 수 있도록 보건 재정과 서비

스 공급의 연계도 중요하다. 

○ post-2015 개발 의제에 보편적 의료보장이 포함되면 국가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원

동력이 되겠지만, 여러 현안이 남아있다. 저소득국가에서는 자원 유동성이 주요 현안으로 

충분한 외부자금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 기전의 지속성을 증가시키고 공적 

자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보장하는데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보건과 재정 당국의 생산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M. 성별 분석과 액션의 WHO 사업 통합 전략

( Strategy for integrating gender analysis 

and actions into the work of WHO)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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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WHO 작업에 성별 분석과 활동을 포함시키는 전략(WHA60.25 결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

이다.

2. 의제 내용

⧠ WHO 작업에 성별 분석과 활동을 포함시키는 전략(WHA60.25 결의)

○ 여기에서는 WHO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성별 분석과 활동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았다. 

－ 지난 2년간 성별 분석을 하고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WHO의 능력은 향상되었다. 

－ 지역 사무소나 국가 단위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신규 직원

의 교육 과정에 성, 평등, 인권에 대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였다.

○ WHO의 각종 가이드라인(e. g. WHO handbook for guideline development, WHO 

evaluation practice handbook)은 성, 평등,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범 WHO적으로(본부, 지역, 각 국가 모두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특히 국가 단위

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WHO는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 정책, 전략과 기획에 있어서 성, 평등, 인권을 중심

에 두는 것을 지원하였다.

○ WHO는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건강의 형평성을 분석하여 국가에 대한 강력한 지

원을 하고 있다. 

－ WHO와 각 국의 건강 보고서에서는 성별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 WHO는 91개 국가에서 수집된 성별, 거주 지역, 자산 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형평성을 확인하고 있다. 

○ WHO의 향상된 전자화 된 성과평가 툴(ePMDS+)은 고용에 있어서 성별과 지역의 균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는 성별과 지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 최종적으로 WHO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유엔이 제안한 15개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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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50%를 충족시켰다.9)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성별 균형과 성별 분석의 중요성이 다수의 국가에 의해서 제기된다.

○  이는 WHO 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다.

2. 주요국 발언

아이슬란드, 태국

gender analysis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이슬란드와 타이는 특히 equality를 강조하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모든 보건정책에서 gender analysis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라크, 중국 

gender issue 내지 gender equality를 강조하였다.

일본, 북아일랜드 등 

일본,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gender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건강에 있어서 

equality가 핵심 사안임을 발언하였다.  

 

9) 2012년에는 20%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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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N.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Progress in the rational use of medicine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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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진행 (결정문 WHA60.16)

○ 결정문 WHA60.16에 응대하여 회원국은 사무총장, 국제, 지역, 국가 파트너와 함께 열악한 

건강결과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의약품의 남용, 과소이용, 오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증진시키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관련 

MDG 달성의 기여로 의약품 접근과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세우고 있다.  

○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사용 및 정책에 대한 WHO 분석 결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증

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이행할수록 일차의료에서 의약품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 

○ 유럽 지역에서는, 국가 의약품 접근 및 사용 정책 개발, 이행, 모니터링, 평가 관련 사업이 

13개국에서 착수되었다.  

○ 동지중해 지역에서, 레바논은 최선 약사실무(best pharmacy practice)를 통해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요르단은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 갱신,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건강보험체제 강화 관련 지역회의 주최, 의료인 역량강화를 위한 약물경제학 및 

합리적 의약품 선택에 대한 단기강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서태평양 지역은, 여러 태평양 도서국에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강화시키기 위해 표준 

치료지침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의약품 사용 정책을 잘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기 위해 국가

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라오스는 정책입안자와 의료인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7개 국가에서 의약품 선택, 처방, 조제, 이용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실

시하여, 1) 국가 필수의약품/표준진료지침 개정, 2)의약품 처방 및 사용 분석 조사 등의 활

동을 하고 있다. 의료인 및 조제인들은 국가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필수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은, 4년 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에서 의약품 관리 현황 분석 및 웹사이

트에 보고서 출판을 통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증진시킨다. 다학제 정부 팀으로 구성되어, 

2주간, 사전에 설계된 도구로, 의약품 사용 관련 자료 수집, 의약품 이용가능성, 정책 이행 

등을 분석하며, 향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국가 워크샵으로 끝을 맺는다. 

○ 2014년 11월 오슬로의 국제 회의에서 항생제 사용 개선을 위한 전략 및 중재를 포함하는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 실행계획 초안이 마련되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결정문 W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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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65.R4를 통해 회원국의 비합리적인 항생제 사용을 바로잡고 항생제 내성의 위험에 대처

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14년 “보편적 의료보장: 의약품 급여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회의에서 아프리카 8개국과 

국제원조기구가 모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급여 설계 및 관리의 실질적 접근법과 

최선의 실행에 대해 논의했다.  

○ 2014년 The Alliance for Health Policy and Systems Research와 WHO의 협력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접근성,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적절한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

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1)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서 의약품의 역할, 2) 의약품 접근 개선의 

혁신, 3) 의약품 접근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접근법 이용 등을 다루고 있다.       

○ 2013년, WHO 필수의약품 Model List는 18차 Model List 출판, 4차 아동 필수의약품 

Model List 출판을 통해 개정되었다. 2015년, 암의 필수의약품, C형간염에서 신약 적용 검

토 등을 통해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O.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바이러스 공유 

및 백신 접근성 등 편익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한국의 발언

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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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주요 논의 경과

○ 제60차 세계보건총회(‘07.5월)

－ ’40년대부터 운영해온 세계보건기구 실험실 네트워크인 글로벌 인플루엔자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위한 운용 계획 제안

○ 제64차 세계보건총회(‘11.5월)

－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 채택(WHA64.5결의안)

           : GISRS를 통한 대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 향상 및 공유 강화를 통해 얻는 

혜택에의 공정한 접근성 확보(특히 개발도상국) 목적

○ PIP 동반자 기여(Partnership Contribution, PC) 이행계획(2013-2016)(’14.1월)

－ GISRS 데이터를 이용하는 백신, 항바이러스제, 진단기기 기업들에게 기여금 기부 권고

－ WHO는 PIP를 위해 5가지 영역(실험실, 감시 역량 계발/질병 부담 평가/규제 역량 계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배치 계획)으로 나눠 접근하여 투자

○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자문단 회의(’14.10월) 

－ 유전자 서열 데이터 공유, 표준물질 운송협약-2, PC 관련 업데이트

○ 2014 PC 연례보고서(’15.4월) 

○ 결론

－ WHO는 기업들에 기부금을 독려하고, PIP Framework 이행 가속화 예정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경과 보고 내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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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논의 경과  

○ (제60차 세계보건총회) '40년대부터 운영해온 세계보건기구 실험실 네트워크인 글로벌 인

플루엔자감시 및 대응시스템(GISRS)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위한 운용 계획을 제안하

였다.

○ (제64차 WHO 총회) GISRS를 통한 대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 향상 및 공유 

강화를 통해 얻는 혜택에의 공정한 접근성 확보(특히 개도국) 목적으로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응체계(PIP Framework)를 채택하였다(WHA64.5결의안).

○ (제131차 집행이사회) 2012-2016 기간 동안 협력기금의 70%를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에, 30%를 대응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66차 WHO 총회) ’13년 37개사, 총 2천 8백만 불의 협력기금을 조성했고,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회의결과를 따르기로 하였다. 

○ (제134차 집행이사회) PIP Framework에 기술 지원을 위해 바이러스 추적 시스템을 구축

하고 사무총장, 자문단, 외부 인사들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PIP 동반자 기여(Partnership Contribution, PC) 이행계획(2013-2016) (’14.1월) PIP

를 대비하여 5가지 영역(실험실, 감시 역량 계발/질병 부담 평가/규제 역량 계발/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배치 계획)으로 나눠 접근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 

○ PIP 자문단(Advisory Group, AG) 회의(’14.10월) 유전자 서열 데이터 공유, 표준물질 운

송협약-2와 PC 관련하여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 주요내용 요약 

○ 실험실, 감시 역량 

－ GISRS 실험실 평가 ’14.9월 완료. 강력한 기술적 기반과 전문성을 가진 네트워크로 평

가되었으나, 센터별 운영기금과 관할 정부의 적극성 차이로 지역적인 격차(아프리카, 중

동, 동부 유럽)가 존재.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역량 강화는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역

량 계발 활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 각 국가의 실험실, 감시 역량 평가 결과  공개 고려하였다(’14.10월 PIP AG meeting).  

○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능력  

－ ’06년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글로벌 행동 계획(Global Action Plan on Influenza)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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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세계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력은 2006년 5억 도즈에서 2013년 15억 도즈로 늘었

고, 2016년 50억 도즈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약 산업과 협의 

－ 제약 회사들과의 표준물질 운송협약-2(SMAT-2)가 체결되어, 대유행시 GSK와 SII는 

10%, Sanofi는 15%의 생산된 대유행인플루엔자 백신을 실시간으로 WHO에 공급하기

로 함. 또한 GSK는 1,000만 명 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대유행 시 상용화된 진단 도구는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진단 관련 업체는 SMAT-2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기하였다(’14.10월 PIP AG meeting).  

－ SMAT-2에는 제약산업 외 Harvard college, Public Health England Porton Down, 

Univ. of Florida, Duke Univ. 등이 참여하였다. 

○ 동반자 기여 기금(Partnership Contribution)

－ ’13년에 2천 7백만 달러, ’14.12월까지 1천 5백만 달러 모금. ’14.1월 상세한 이행계획

(Partnership Contribution Implementation Plan 2013-2016)과 협력기금이 사용

될 5개 업무 분야(실험실, 감시 역량 계발/질병 부담/규제 역량 계발/위기 대응 커뮤니케

이션/파견 계획) 선정하였다.  

－ ’14.9월 사무총장, PIP 자문단이 제출한 PIP 협력 기금 사용 방침 승인하였다.

－ 국가들이 자국 회사의 동참을 설득하도록 격려할 예정이다.  

○ 유전자 서열분석 데이터

－ 자문단은 인플루엔자 유전자 서열분석 데이터 처리와 추가 조사를 위해 전문가 워킹 그

룹(TEWG)을 운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의 유전자 서열분석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 구축은 ’15년까지 지속 예정이다.   

－ 대부분의 GISRS 실험실은 GISAID의 EpiFlu를 사용 중이다. 

－ 유전자 서열분석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방침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92년)의 일환인 Nagoya Protocol(’14.10.12)이 예시로 제시되었다(’14.10월 PIP 

AG meeting). 

○ 대응 기금

－ PIP AG에서는 기금의 분배를 대비:대응=7:3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금의 사용은 공중보건학적위기상황(PHEIC) 혹은 대유행 선언 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 우선순위 선정, 공정한 배분, 투명한 처리,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 인플루엔자 백신 글로벌 행동 계획(Global Action Plan on Influenza,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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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6 계획

－ PIP와 GAP은 상호보완적

－ 현재 계절인플루엔자의 질병부담, 비용-효과 분석 진행 중

제2절 한국의 발언

Since pandemic influenza can have a massive social and economic impact, building 

thorough preparedness capacity is crucial. The key to minimizing damage is the rapid 

and effective production of safe vaccines and efficient distribution, which requires 

close global coordination.

The Republic of Korea fully supports WHO’s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ef-

forts, which emphasize sharing pandemic potential influenza virus and relevant bene-

fits with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have a keen interest on the im-

plementation of Partnership Contribution, and we are revising our national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plan with reference to it.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will be enhanced to ensure 

the prompt exchange of epidemiological data and laboratory results regarding the ma-

jor human infections of pandemic flu worldwide, so that this will enable a timely ac-

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by member states near the affected areas, thus, 

strengthening laboratory surveillance capacity.

Furthermore, we need a strategy to widely share the genetic sequence data on 

(avian) influenza, which is being analyzed by WHO professional working groups, in or-

der to ensure an easy access to this data for researchers worldwide who work for the 

public benefit. If this strategy boost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the risk assessment of 

human infections and the inference of evolution patterns, it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plans for rapid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in all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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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대유행 인플루엔자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다양한 보건학적 개입에 있어 긴 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WHO 가 개입하고 있는, 바이러스 공유와 이로 인한 혜택의 공

유를 주축으로 하는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 활동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진행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한다.

2. 대응 전략 

대유행 가능성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신속한 공유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접

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GISAID의 정보도 소유권 및 정

보 활용에 따른 혜택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로 활발한 활용이 한정적인 상태이다. 국내 계절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주의 공유는, 매년 국제 협력센터(미국 CDC 및 일본 NIID)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H10N8, H7N9 등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시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법 개

발 등을 통한 신속 대응을 위하여 회원국의 국가인플루엔자센터 요청 시 신속 경로를 통해 표준 바

이러스 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위해도 평

가 전략 수립을 위하여, H5N8 지속 발생 등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유행 

위험도 평가 전략 구축을 착수할 예정에 있다.

각국의 인플루엔자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전 정보가 해석된다면 보

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데 공개되는 유전자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

해 WHO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P. 두창 박멸: 두창 바이러스 폐기

(Smallpox eradication: destruction of variola virus stock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의제 18 진행상황 보고 (18.P. 두창 박멸: 두창 바이러스 폐기) 385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wha/pdf_files/WHA68/A68_36-en.pdf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내용 

○ 제 67차 총회 결과에 근거한, 제 16차 WHO 두창바이러스 연구 자문위원회 결과 및 생합성 

두창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잠재적 기술 사용의 이행 및 협의 착수 관련

○ 연구과제 평가

－ WHO 두창바이러스 연구 자문위원회는 제 16차 회의에서 기승인된 두창 생균주 연구 

프로그램을 감독했음을 확인

－ 2014년, 자문위원회 내 과학분과에서 8개의 기승인된 생균주 연구를 평가하고 사무국이 

이를 승인함. 신규 두창 생균주 연구 제안서 없음

○ 백신 및 항바이러스 제재 개발

－ 자문위원회는 진단법개발, 동물모델, 두창백신, 항바이러스제와 치료제 개발에 두창바이

러스 생균주 사용을 고려

－ 제약사 2곳에서 개발 중인 2개의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에 대한 테스트와 등록 진행상황 

보고

○ 두창바이러스 보관기관 검사

－ 두창바이러스 보관기관 방문(2014년 러시아) 및 방문예정(2015년 미국)

          (유럽 표준화 위원회의 실험실 생물학위험 관리 표준 CWA 15793에 따름)

○ 두창바이러스 폐기

－ 1950년 중반에 보관하였던 두창바이러스 생균주 유리앰플이 미NHI 캠퍼스내 발견되어 

미CDC의 WHO 협력센터로 이전시키바 있음. 이 샘플을 WHO 감독 하에 폐기함 (2015

년 2월)

○ 합성생물학 전문가 소집 및 자문요청

－ 두창대응 및 관리에 대한 합성생물학적 기술에 대한 자문요청, 사무총장에게 평가를 보

고하기 위한 전문가 소집 예정(6월말)

⧠ 제 6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 요구 사항

○ 경과 보고 내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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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두창 바이러스 폐기 관련 진행 사항으로, 지난 2007년 제60차 총회에서 두창 바이러스 폐기에 대

한 결의안이 논의되었으며, 2010년 제 60차 총회 경과보고에서 기존의 두창 바이러스 연구 결과, 

현재의 연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및 세계공중보건을 위한 필수 연구를 위한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재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2011년 제 64차 총회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총 26개국은 폐기시기 결

정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두창 바이러스 보관주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창 바이

러스 창궐 대비 세계공중보건 대응 연구의 진행으로 인해 폐기일자를 제67차 총회에서 재상정하기

로 하였다. 

2014년 1월 제134회 집행이사회는 제 15회 두창 바이러스 연구 WHO 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구

과제 평가, 백신 및 항바이러스 제재 개발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창 바이러

스 폐기 관련하여 생바이러스 보유의 불필요성과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두창 백

신의 비축은 두창 창궐 대응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orthopoxvirus 연구실의 안전 예방용으로 사

용할 것을 권고 및 두창바이러스의 분자진단을 위한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였으며, 두창 백신 

기부를 위한 법적 고려, 수여국․기부국을 위한 표준운영 절차, 운송,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제 134회 집행이사회를 바탕으로 2014년 제67차 총회에서는 생물테러 목적의 합성 두창 바이러

스(re-create complex viruses)의 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두창 바이러스 보관주의 즉각적인 

폐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추후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 및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014년 제 67차 총회 결과에 근거하여, 제 16회 두창바이러스연구 WHO 

자문위원회(WHO Advisory Committee on Variola Virus Research, ’14.10.20~21)는 생합성 

두창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잠재적 기술 사용의 이행 및 협의 착수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과제 평가는 기승인된 두창 생균주 연구 프로그램을 감독 및 확인하였

으며, 백신 및 항바이러스 제재 개발 관련하여 두창바이러스의 보유가 허가된 2개의 WHO 협력센

터 바이러스 보존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단법 개발, 동물모델, 두창백신 및 치료제 개발를 위한 두

창백신 생균주 사용에 대한 자료 최신화를 고려하였다. 추가로 두창바이러스 보관기관 검사 WHO 

생물안전 사찰단은 2014년 두창바이러스 보관기관을 방문하고 러시아연방생물격납(봉쇄)시설을 

시찰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 내에서 발견된 두창 바이러스 샘

플을 WHO 감독 하에 2015년 2월에 폐기하였다. 현재 WHO는 현존하는 두창바이러스의 폐기 시

기 결정에 관한 논의를 보건총회에 알리기 위하여 두창 대응 및 관리에 대한 합성생물학적 기술의 

사용과 잠재성에 대한 자문을 진행중이고, 6월 말 전문가들이 사무총장에게 평가결과 제공을 위해 

두창 관련 합성생물학적 기술 전문가 그룹을 소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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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의제 대응 방향

1. 정책적 함의 

   
두창바이러스 보관주 폐기를 통한 세계공중보건 위기 감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폐기시기 

결정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다. 일부 국가(이란 등)에서는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움직임

이 있었으나 미국, 멕시코, 일본, 중국 등은 무리한 조기 폐기 보다는 합성 두창 바이러스를 통한 재

생산 및 현존 백신에 내성을 가진 새로운 두창바이러스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폐기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두창바이러스 WHO 자문위원회를 통해 두창 관련 합

성생물학적 기술 전문가 그룹 평가결과가 WHO 사무총장에게 보고되었으며, 향후 68차 총회를 통

해 결과공유 및 폐기시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2. 대응 전략 

두창 바이러스 보관주 폐기 시기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두창바이러스 WHO 자문위

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면 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두창바이러스 보유가 허가된 2개의 WHO 

협력센터의 두창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두창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두창 바이러스 생균

주 사용에 대한 최신 자료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도 폐기시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내

에서 진행 중인 두창바이러스 백신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보유 및 실제 상황시 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두창바이러스의 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백신을 지속적으로 비축할 예정이며 기존백신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3세대 백신의 자

체 개발 및 비축을 진행 중이다. WHO 협력센터에서 보관중인 두창바이러스의  폐기시기 및 항바이

러스제, 치료항체 등의 개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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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7-en.pdf

1. 의제 내용

⧠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구는 4,550,368명이며 이 중 2백만 명은 난민으로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

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39.7%가 1-14세, 30.0%가 15-1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2년 이래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2014년 말에는 국내총생산이 2.5%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과 출입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보건 현황

2014년 폭력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과 부상은 1967년 이래 가장 많아 2천333명이 죽고 1

만5,78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7월-8월의 내전은 팔레스타인인의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

을 끼쳐 약 오십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을 잃고 그 중 1십만 명은 2014년 말까지도 집을 찾지 못

했으며 2만2천여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거주 불능한 곳이 되었다. 

분리벽과 체크포인트로 보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환자, 보건 종사자 및 구급차가 동 예루살렘

에 위치한 3차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2014년에는 1만8,141명의 환자가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중 17.6%는 허가를 얻지 못하거

나 제 때 얻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라파 국경의 봉쇄로 인해 가자지구에 있는 환자들이 구하는 치

료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팔레스타인 정치수용소에 있는 5천447명의 수감자들 또한 보건 서비스

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2014년 보건 시스템을 통합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재

정위기는 보건부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의 수질과 양도 위기에 

봉면해 특수 처리가 없이는 90-95%의 수돗물을 마시기 어렵고 주 수원도 2016년에는 사용이 불가

할 예정이다. 

WHO는 제67차 세계보건총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보건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자세한 보고서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10)

10) See http://applications.emro.who.int/docs/Cons_Rep_2015_EN_16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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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 논의 쟁점

튀니지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알제리, 파키스탄, 이란, 베네주엘라, 중국, 쿠바, 나미비아,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수단, 레바논, 몰디브,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아, 

니카라과,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은 발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 경제적 현황

이 보건 상황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기본적으로 점령지 주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보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은 인권인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난민의 이

동 제한, 상품․서비스의 제한 등의 정책을 쓰고 있어  보건 인력/장비/약품/서비스의 이용을 어렵

게 함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는 정치적 의제를 순수한 기술 기관

(technical agency)인 세계보건기구에서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부분 국가들의 입장을 반대했

으며 이스라엘은 기술 포럼이 한 나라에 대한 편견에서 발한 결정문을 채택하는 것, 시리아나 예멘

에서의 취약한 보건 현황은 무시하고 오로지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의 보건 현황에 국한된 의제를 

다루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대부분 국가들의 개입을 비난했다. 

⧠ 논의 결과

결정문 “Health condi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A68/B/CONF./2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이

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호명 투표로 결정했으며 호명 투표 결과, 투표 가능국가 179개국 중 부재 65, 

찬성 104, 반대 4(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기권 6으로 결정문 채택되었다.

제3절 결정문 WHA68(8)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PP1 Mindful of the basic principl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affirms that the health of all peoples is fundamental to the 

attainment of peace and security, and stressing that unimpeded access to health care 

is a crucial component of the right to health;

PP2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on Health condi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and noting also the Report of a field assessment of health conditio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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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OP.1) to report on the health condi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to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through a field assessment conduc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a) barriers to health acces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as 

a result of movement restrictions and territorial fragmentation, as well as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report Right to health: Crossing barriers to access health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13;

(b) physical injuries and disabilities, and damage to and destruction of medical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as well as impediments to the safety of health care 

workers;

(c) access to adequate health services on the part of Palestinian prisoners;

(d) the effect of prolonged occup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particularly the health consequences of the Israeli military 

detention system on Palestinian prisoners and detainees especially child detainees, 

and of insecure living condi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e) the effect of impeded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as well as food 

insecurity, on health condition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particularly in 

the Gaza Strip;

(f)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and its contribution to improving health condit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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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 2) to provide support to the Palestinian health servic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programmes;

(OP. 3) to provide health-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Syrian population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OP. 4) to continue providing necessary technical assistance in order to meet the 

health needs of the Palestinian people, including prisoners and detainees, in 

cooperation with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s well 

as the health needs of handicapped and injured people;

(OP. 5) to provide support to the Palestinian health sector in preparing for 

emergency situations and scaling up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capacities 

and in reducing shortages in life-saving drugs and medical disposables;

(OP. 6)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system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제 68차 세계보건총회는,

PP1 모든 민족들의 건강은 평화와 안보의 획득에 필수적이라는 세계보건총회 헌장에 수립된 기

본 원칙을 유념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보건권리의 핵심 요소임

을 강조하며;

PP2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시리아 골란 점령지의 보건 현황에 대한 사무총

장의 보고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보건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OP.1) 세계보건기구가 착수한 현장조사를 통해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시

리아 골란 점령지의 보건 현황에 대해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되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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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의 제한, 영토 분할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보건 액세스 장애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report Right to health: Crossing barriers to access 

health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13’라는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사항들의 이행 

정도;

(b) 부상과 장애, 의료 인프라와 시설의 손상과 파괴, 보건종사자의 안전 장애;

(c)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적절성;

(d) 장기적인 점령과 인권 유린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친 효과, 특히 이스라엘 군대유

치시스템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억류자, 특히 아동 억류자들의 건강에 끼친 영향,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불안한 생활 환경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e) 물을 구하기 어려운 사실과 좋지 못한 위생의 효과, 식품 부족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

히 가자 지구의 보건 현황에 미치는 효과;

(f) 국제기부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이것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보

건 현황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보고하고;

(OP. 2)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OP. 3) 시리아 골란 점령지에 있는 시리안들에게 보건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OP. 4)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력해 수감자와 억류자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보건 니드와 

장애 및 부상자들의 보건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OP. 5) 팔레스타인 보건분야의 응급 상황 대비, 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필수 의약품과 의료

제품의 부족분 감소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

(OP. 6)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보건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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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8-en.pdf

⧠  Financial Highlights

○ 2014년 총 수입: 26억2900만 달러

－ 의무분담금: 4억9200만, 자발적 분담금: 20억200만, 비 사업예산 수입 1억3500만 달러.

○ 총 지출: 23억1600만 달러

－ 2013년 대비 4% 증가

－ 에볼라 대응이 증가의 주 요인, 지출의 51% 국가사무소 발생

－ 인건비 전체 지출의 41% (2013년 43% 대비 감소)

⧠ Financial Risks

○ 투자 및 외환 리스크

○ 인건비 재정 리스크

○ 인프라 재정

○ 재정 시스템

⧠ 결론

○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비용 절감 효과

○ Direct financial cooperation expenditures의 성공적 관리

○ 사무소 관리비용 및 일반운영비 감소

○ Contractual Service 증가

○ 이러한 변화는 WHO의 튼튼한 재무 기반 창출

－ 여전히 재정의 큰 부분을 자발적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WHO가 미래 분담금 규모의 

증감에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력 베이스와 높은 “non-staff” contracting 

cost를 통해 그 운영규모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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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WHO 헌장 제34조와 WHO 재무규정 제13조

WHO 헌장 제 34조는 “사무총장은 WHO의 재무제표와 추정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

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HO 재무규정 제 13조는 사무총장이 계정을 수립하여 국제공공

부문 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관리하고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WHO의 재정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미국 달러로 표시하되 

재무제표 해당년도의 다음 해의 3월 말까지 감사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재무보고 개요

2014년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회계방침(accounting policies), 재

무제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PSAS)과 WHO 재무규정 및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WHO의 외부감

사인 필리핀감사위원회가 실시하였다.

2014년 WHO는 에볼라 대응과 관련해 2억2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발병과 관련된 활동

들에 대해 7천1백만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많은 자원들이 재조정되고 직원들이 재배

치되는 등 2천8백만 달러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WHO의 재무제표가 IPSAS 회계기준에 따라 준비된 것은 올해가 세 번째 해이며 이를 통해 지속

적으로 재무보고의 기준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WHO는 IPSAS의 기

준을 모두 따르지만 Property와 Equipment에 대해서만 transitional provision을 채택했다. 

WHO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장비의 가치는 2016년 말까지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Financial Highlights

2014년 총 수입은 26억2천9백만 달러, 총 지출은 23억1천6백만 달러다. 그 차액인 3억1천3백

만 달러는 사업 집행 전 미리 들어온 선수입으로 2015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체로 견고한 재정현

황이지만 일부 예산센터들은 여전히 사업․재정 불일치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WHO 재정개

혁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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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Highlights – all funds, 2014년, 2015년 (단위: 백만 달러)

2014년 사업예산 총 분담금은 24억9천4백만 달러(2013년, 24억6백만 달러)였으며 이 중 회원

국의 의무분담금은 4억9200만 달러로 2014-2015 복년도에 승인된 분담금의 절반이며 tax 

equalization에 대해 조정되고 스위스 프랑 환율 영향을 반영한 금액이다. 2014년 사업예산 자발

적 분담금은 20억2배만 달러였다. 추가로 2014년 비 사업예산 수입으로 1억3천5백만 달러가 기록

되었다(2013년, 1억9천9백만 달러). 여기에는 사업예산 밖 파트너십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과 현물 

및 서비스 기여, reimbursable procurement revenue, 기타 운영 수입과 재무 수입 등이 포함된다.

재무제표는 39억7천7백만 달러인 2014-2015년 총 예산에 대한 것으로 비록 WHO가 개정된 재

정규정 제13조에 따라 재무보고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 기간은 복년도이므로 수립된 예

산과 실제 제출을 비교하기 위해 복년도 예산이 2년간의 연간지출과 비교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

업예산은 48% 정도 집행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A68/6 2014-2015 사업예산 집행 및 재정 

현황인 중간보고(Mid-term Review)에 나와 있다.

재무제표에는 일반 기금(General Fund)외에도 두 가지 기금 그룹이 더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Member States – other이고 다른 하나는 Fiduciary Fund(신탁 기금)이다.

WHO는 다음 여섯 기관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Trust Fund for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UNIT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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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 International Computing Center

－ African Programme for Onchocerciasis Control (APOC)

－ Staff Health Insurance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며 별도의 감사를 필요로 한다. 이 기관들을 대신해 

WHO가 관리하는 기금들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 포함되어 있다. 

⧠ Net Assets/Equity (순자산/자본)

○ 2014년 순자산/자본 개요

일반 기금의 순자산은 2014년 초 21억2천3백만 달러에서 연말에 24억2천9백만 달러로 증가했

다. 이 기금들은 기록된 contribution agreements의 금액으로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나타낸

다. 24억2천9백만 달러 중 약 2억7천9백만 달러는 committed되었으며 2014년 체결된 계약의 

settlement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출은 2015년에 성립되고 기록될 것이다. 기금의 나

머지는 2015년과 그 이후의 사업에 활용될 것이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의 증가액은 주로 

2014년 수입으로 기록된 새 agreements 때문이고 이는 재정대화의 긍정적 효과를 확증해 주는 것

이다. 

자발적 기금 내의 순자산 중 78%는 지정된 분담금이다. 가장 큰 증가는 outbreak and crisis 

response fund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금 때문으로 

2014년에 들어 왔으나 2015년에 집행될 것이다.

Member States – other에 있는 적자 6억6천7백만 달러(2014년 1월, 7억2천2백만 달러)는 주

로 Staff Health Insurance에 해당하는 부채(unfunded liabilities)에서 기인했다.

⧠ Revenue (수입)

2014년 총 수입은 26억2천9백만 달러(2013년, 26억5백만 달러)다. 

 

○ 자발적 분담금 수입 – 2014년과 2013년, 현물, 서비스 분담금 제외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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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총 자발적 분담금 20억5천2백만 달러 중 20억2백만 달러가 사업예산 분담금이다. 신축

적 자발적 분담금(core voluntary contributions)은 2013년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지정 

분담금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5% 증가했다. 지정 분담금 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에볼라 

대응에 대한 기금 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5천만 달러가 Fiduciary Fund로 들어

왔는데 2013년에 비해 Fiduciary Fund가 줄어든 이유는 2015년 1월 1일 부로 Stop TB 

Partnership과 Global Drug Facility가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 2014년 출처별 자발적 분담금 수입

2014년 회원국의 분담금 총액(자발적 분담금과 의무 분담금)은 15억5천3백만 달러다. 이는 총 

분담금의 61%이다. 10대 분담금 기여 회원국의 총 분담금은 11억7백만 달러로 이는 2014년 회원

국 분담금의 71%, 전체 분담금의 43%다.

○ 2014년 10대 분담금 기여 회원국(자발적 + 의무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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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과 2013년 사업예산 10대 분담금 기여자

⧠ Expenses (지출)

2014년 총 지출은 23억1천6백만 달러(2013년, 22억5천2백만 달러)다. 현물, 서비스를 제외하

고 사업예산 집행에 지출된 비용은 2014년 21억2천3백만 달러(2013년, 20억5천2백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4% 증가했다. 

지출액 51%가 국가 사무소에서 발생했다. 2013년에 비해 본부 지출이 30%에서 31%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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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큰 증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위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서 에볼라 대응에

만 2014년 4천5백만 달러가 소요됐다. 본부에서도 에볼라 대응에 2천6백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이

는 에볼라 인건비, 컨설팅, 및 코디네이션에 활용됐다. WHO 전체에서 에볼라 기금에서 나간 지출 

총액은 2014년 7천1백만 달러였다.

○ 2014년, 2013년 주요 사무소별 사업예산 지출 (현물과 서비스 제외)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3년 유형별 사업예산 지출 (현물과 서비스 제외) (단위: 백만 달러)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2014년 사업예산 전체 지출의 41%(2013년, 43%)를 차지한다. 

2013년에 비해 전체 인건비는 2% 줄어들었으나 본부 인건비는 오히려 3%, 아프리카 지역 인건비

는 2% 증가했는데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때문에 주로 2014년 4분기에 발생된 지출 때

문이다. 주로 미주, 유럽,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인건비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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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ual services가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인데 이 지출은 전문가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소

요되는 비용이다. 

○ 2014년, 2013년 유형별 사업예산 Contractual services (현물, 서비스 제외) (단위: 백만 

달러)

일반 관리비(유지, 운영비로 사무실 임대, 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는 2014년 총 지출의 

5%를 차지한다.

여행경비는 1억8천5백만 달러로 2014년 일반 기금 총 지출의 9%(2013년 8%)를 차지한다. 

2013년에 비해 여행경비가 증가한 주된 이유 역시 에볼라 대응이며 폴리오 활동도 한 몫 했다. 에볼

라 대응과 관련된 비용은 2014년 1천7백만 달러다. WHO 직원의 여행경비가 44%, 나머지는 컨설

턴트, 회의 참가자 및 자문단(회원국 대표단과 기타 본부 외 직원)의 여행경비다. 

○ 2014년, 2013년 주요 사무소별 사업예산 여행경비 (단위: 백만 달러)

이 외에도 medical supplies and materials 비용이 2014년 총 지출의 7%를 차지, equip-

ment, vehicles and furniture가 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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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s (자산)

○ Liquidity and investment management(유동성 및 투자 관리)

－ 2014년, 2013년 현금, 현금등가물, 투자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사업의 필요시 현금확보를 위해 투자는 주로 단기로 이뤄졌다. Advisory Investment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일부 longer-term liabilities(장기부채)는 securities(증권)에 투자했

다. WHO의 계정에 속한 10억8천8백만 달러의 현금과 투자물은 APOC, UNAIDS, UNITAID, 

International Computing Centre, Staff Health Insurance를 위해 보유되고 있다.

○ Accounts receivable(미수금)

의무분담금 미수금은 2014년 말 현재 1억5백만 달러(2013년, 1억1천4백만 달러)이며 여기에는 

rescheduled arrears 3천7백만 달러(2013년, 3천8백만 달러)가 포함된다. 

자발적 분담금 미수금 총액은 10억6천2백만 달러(2013년, 10억1천7백만 달러)로 2013년에 비

해 다소 증가한 이유는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2013년, 2014년 모두 미수금은 수입의 50%를 

차지한다.

고정 미수금(non-current accounts receivable)은 2013년 3억4천7백만 달러에서 2014년 2

억8천7백만 달러로 줄어 들었다. 이 금액은 48개 공여자로부터의 협약에 근거한다.

2014년 말 현재 자발적 분담금 충담금(allowance for volunatry contributions)은 1천2백만 

달러(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입 금액의 1%)다. 이 중 9백10만 달러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받지 못

한 것인데 현재 수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충당금은 2015년 계정에서는 상각(write-off)

될 것이다. 의무분담금 충담금은 4천3백만 달러로 2013년 말 충담금에서 1백만 달러 증가했다.

○ Inventory (재고)

WHO의 재고에는 의약품, 백신, 인도 지원 물자, 출판물이 포함된다. 재고는 판매, 분배, 사용 연

수의 만기 전까지 유동 자산으로 기록된다. 2014년 말 현재 WHO의 재고는 5천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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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여기에는 토지, 건물, 가구, 집기, 정보기술장비, 차량이 속한다. IPSAS에 따른 전환과정의 일환

으로 WHO는 본부의 토지와 건물, WHO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 사무소의 원가와 감가상각

비(축적)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 자산으로 인식했다. 아메리카 지역

을 제외하고 WH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으며 이 중 많은 건물들은 아주 작고 주로 Global Polio Eradiation 

Initiative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기능한 것들이다. WHO가 property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11개국이며 나머지 건물들은 WHO회원국이 기증했거나(전체의 70%) 임대한 것이다.

⧠ LIABILITIES (부채)

○ Staff Liabilities

Staff entitlements에 대한 유동부채는 5천6백만 달러다. Staff entitlements에 대한 고정부채

는 9억3천8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부채는 연휴, accrued repatriation grant, 여행, 의료보험 

비용 등을 포괄한다. 

 

－ 2014년 Accrued staff liabilities (단위: 백만 달러)

⧠ FINANCIAL RISKS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and Ethics unit과 Independent Expert Oversight 

Advisory Committee(IEOAC)는 WHO의 재무 위험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WHO의 많은 재무 

위험은 WHO의 분권화된 운영 환경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가 요구된다. 2014년 WHO에는 새로운 내부통제틀(Internal Control Framework)이 

도입되어 재무, 조달, 인적자원, 사업절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이 틀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도구들 중에는 권한위임개선도 포함되어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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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관리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14년엔 표준화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도 개발되어 

2015년 전 조직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위험관리절차도 개발되어 조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 추적할 것이다. Risk register 역시 중요한 재무 위험들

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재무위험들이다:

○ Investment and foreign currency risks(투자 및 외환 리스크)

WHO는 신용 위험, 이자율 위험, 외환 위험, 투자가격위험과 같은 재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WHO는 이러한 위험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다. WHO재무규정에 따르

면 당장에 필요치 않은 자금은 투자할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사무총장이 승인한 투자정책의 틀 안에

서 이루어진다. 일부 포트폴리오는 WHO가 임명한 외부 투자 매니저에 의해 주어진 권한 안에서 관

리된다. 외부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Advisory Investment Committee는 정기적으로 투자 정책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 및 위험을 검토하며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WHO는 미화가 아닌 통화로도 분담금을 받거나 지출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화가 아닌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미화로 교환할 때는 거래일의 United Nations 

Operational Rates of Exchange를 사용한다. 타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매월 말 United 

Nations Operational Rates of Exchange를 사용해 미화로 표현된다. 비 미화 통화에의 노출을 

막고 단기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선도외환거래(forward foreign exchange contract)를 수

행한다. 외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은 재무성과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에 인식된다.

2014년부터는 의무분담금의 50%는 스위스 프랑으로 지불하여 스위스 프랑으로 비용을 지출하

는 본부의 환리스크를 경감코자 하였다.

이러한 환리스크 관리는 WHO의 예산을 단기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Staff financing risks

WHO의 전반적인 재정현황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예산센터들은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인건비의 57%는 자발적 분담금에서 지불되었으며 이 중 대

부분이 지정 분담금이었다. 이러한 위험은 human resource work plans와 이러한 Plans와 자금

출처간의 매칭을 면 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WHO는 대다수 직원들이 장기적인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staff liabilities에 

관한 장기적 재무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과 부양가족의 의료혜택 

비용이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WHO는 미래 staff liabilities에 대한 추계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funding rates를 조정하고 있다.

○ Infrastructure financing

WHO는 2년 단위의 운영 예산은 운영하고 있으나 자본예산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WHO가 소유한 많은 건물들은 수리나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1966년에 지어진 본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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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본부 리모델링 전략은 포괄적인 Capital 

Master Plan의 일환으로 제68차 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 Financial systems

Global Management System(GSM)은 WHO의 재무 및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 시스템이다. 효

율적이고 정확한 회계 및 재무 보고가 이 시스템에 달려 있다. 에볼라 대응은 이 시스템에 대한 

“stress-test”의 기회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GMS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시스템 

속도, 비재무적 요소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GSM transformation” 프로젝트는 2015년 발족된다. 

아메리카 지역의 재무 성과에 대해 WHO는 PAHO 재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5년 교체될 것이며 WHO는 AMRO의 재무보고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AHO와 긴

히 협조하고 있다.

⧠ 결론

2011년에 취해진 조치들은 2014년에도 여전히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년간 

가장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건비(전체 사업예산의 41%)에서 두드러진다. WHO는 또한 중요한 

인건비 외 비용 항목을 관리하는데서도 성공적이었고 특히 direct financial cooperation ex-

penditures가 이러한 grant에 대한 통제 개선 조치 패키지의 일환으로 감소되었고 결과보고가 지

연된 곳에서는 새로운 direct financial cooperation agreement를 맺지 못하도록 했다. WHO 

사무소 관리비용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도 감소했다. 반면 contractual service 지출이 증가했는데 

일부 에볼라 대응에 관여한 contract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변화는 WHO에 

보다 튼튼한 재무 기반을 창출하고 있다. 재정대화를 통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는 여

전히 재정의 큰 부분을 자발적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인건비와 비교적 높은 

contracting 비용이 의미하는 것은 WHO가 부채와 자산을 보다 잘 매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WHO는 미래 분담금의 증가나 감소에 대비해 보다 낮은 인력 베이스와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non-staff” contracting cost로 그 운영규모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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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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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과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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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자본 변화표(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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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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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실제액 비교표 (Statement of Comparison of Budget and Actual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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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쟁점

재무보고에 대해서는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 매우 적은 수의 국가만 개입했으

며 발언된 내용은 재무보고의 IPSAS Compliance 환영, 국가 기술지원에 예산 활용이 증대된점 환

영, WHO 개혁에 맞는 재정 지출 등에 대한 환영과 반면, 소수 재정 공여자에 대한 재정 의존, 프로

그램 간 재정 충당의 차이, 직원 보험과 관련된 장기 부채, 자발적 분담금의 earmarking 정도 등에 

대한 우려였다. 

사무국은 자발적 분담금의 earmarking율이 높은 점을 공감했으며 에볼라 사태에 대한 펀딩 현

황을 차후 보고하겠으며 직원 건강보험 부채와 관련해서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공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 논의 결과

PBAC은 본 의제 논의 결과 총회에서의 WHA68.10의 의결을 요청했으며 PBAC의 요청대로 의

결안은 무난히 승인되었다.

 

제3절 결의안 WHA68.10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4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4;11)

Having noted the report of the 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f the 

Executive Board to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12)

11) Documents A68/38 and A68/I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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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S the Director-Genera’s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4.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재무 보고 및 2014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재무 보고와 감사가 완료된 2014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검토하고;13)

집행이사회 사업․예산․행정 위원회가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14)

사무총장의 재무 보고와 감사가 완료된 2014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수락한다.

2015년 5월 26일, 아홉 번째 본회의

A68/VR/9 

12) Document A68/57
13) Documents A68/38 and A68/INF./1.
14) Document A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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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39-en.pdf

⧠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 2014년 의무분담금 납부율 86%, 납부국 142개국(회원․준회원국 포함)

－ 2013년 납부율 85%, 납부국 127개국

⧠ 분담금 선납 현황

○ 일부 회원국들은 2015년과 그 이후에 해당하는 의무분담금을 선납

－ 총액 4천6백4십만 달러 (2013년, 6천7백10만 달러)

⧠ 미납 회원국과 특별조정

○ 미납으로 현재 투표권이 정지된 국가(5개국)

－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Guinea-Bissau, Somalia, Ukraine

○ South Sudan

－ 제68차 보건총회 개회 전까지 미납일 경우 총회 개회로부터 투표권 정지

○ 미납금 지불 특별 조정 국가(11개국)

－ 이 중 Afghanistan, Central African Republic, Iraq, Kyrgyzstan, Ukraine은 의무 

불이행 중이며 Afghanistan, Iraq, Kyrgyzstan이 제68차 보건총회 전까지 미납 시 투

표권 상실

○ 제69차 보건총회 개회로부터 투표권 정지 대상 국가

－ 17개 회원국: Bangladesh, Barbados,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Islamic Republic of Iran, Marshall Islands, Montenegro,  Namibia, Nauru, 

Niue, Saint Luc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Vanuatu, Yemen

－ 1개 준회원국: Pueroto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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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납부 현황

WHO 재무규정 6.4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의무분담금을 당해연도 1월1일에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의무분담금 납부율은 86%로 2013년 85%에 비해 조금 개선되었다. 2014년 분담금은 그 

전체 혹은 일부를 196개 회원국과 준회원국 중 142개 회원국이 납부하였다(2013년 127개국). 자

세한 납부액에 대한 정보는 부록 1 참조.

결의안 WHA66.16에 의해 개정된 재무규정 6.6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 연간액이 

2십만 달러 이상일 때 절반은 미화로, 나머지는 2013년 사업예산 승인시 계산된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2014년 총 의무분담금은 미화 2천4백2십만 달러, 스위스 프랑 2억2천2백만 

프랑이다.

2014년 말 현재 미납된 분담금은 미화 3천7백3십만 달러, 스위스 프랑 3천4십만 프랑(총 미화 6

천8백1십만 달러)이며 보건총회가 승인한 special arrangement에 따른 3천6백8십만 달러도 미

납인 상태이다. Special arrangement에 따른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2에 나와 

있다.

⧠ 회원국의 분담금 선 납부

2014년 말 현재 일부 회원국들은 2015년과 그 이후에 해당하는 의무 분담금을 전부 혹은 일부 

선납했다. 그 총액은 4천6백4십만 달러(2013년 말, 6천7백1십만 달러)이며 자세한 납부 정부는 부

록3에 나와 있다.

⧠ 미납 회원국과 특별 조정(Special Arrangements)

WHO 헌장 제7조는 “회원국이 WHO에 대한 그 재정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보건총회는 그 회

원국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총회 개회 시 회원국이 납부해야 할 의무분담

금 2년 이상 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 보건총회는 결의안 WHA41.7에 의거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전 보건총회 결의안들에 의거, 다음 다섯 회원국들의 투표권은 계속 정지되어야 한다.

－ Central African Republic

－ Comoros

－ Guinea-Bissau

－ Somalia

－ Ukraine

이 국가들의 미납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4에 나와 있다. 투표권 정지는 미납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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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금액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68차 총회를 비롯한 그 이

후 세계보건총회까지 지속될 것이다.

결의안 WHA67.5에 의거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전까지 South Sudan이 WHO헌장 제7조

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South Sudan의 투표권 역시 

총회 개회로부터 정지될 것이다. 투표권 정지는 WHO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금액 미만으

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부록2에는 이전 세계보건총회에서 미납금 지불에 관한 특별조정을 받고 있는 11개 회원국을 열

거하고 있다. 2014년 이 특별조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은 총 1백10만 달러(2013년, 1백만 달러)다. 

6개 회원국들은 이 특별조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 국가, Afghanistan, 

Central African Republic, Iraq, Kyrgyzstan, Ukraine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 5개 

회원국들 중, Central African Republic과 Ukraine은 이미 그 투표권이 정지되었다. 

Afghanistan, Iraq, Kyrgyzstan은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투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현재 아래 17개 국가는 2년 분에 해당하는 의무 분담금을 미납 중이다.

－ Bangladesh

－ Barbados

－ Cabo Verde

－ Cameroon

－ Guinea

－ Haiti

－ Islamic Republic of Iran

－ Marshall Islands

－ Montenegro

－ Namibia

－ Nauru

－ Niue

－ Saint Lucia

－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Timor-Leste

－ Vanuatu

－ Y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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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국인 Puerto Rico도 의무분담금을 미납 중이다.

 결의안 WHA41.7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제68차 세계보

건총회는 2016년 5월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때까지도 여전히 WHO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

화하는 수준의 분담금 미납이 유지될 경우 제69차 총회의 개회로부터 위 17개 회원국들의 투표권 

정지를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분담금 미납 회원국들은 미납 분담금을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정을 요청하는 제

안서를 보건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PBAC은 이를 검토후 보건총회에 그 권고안을 제출한다. 

2015년에는 이에 대한 제안이 제출된 바 없다.

⧠ 보건총회의 조치

보건총회는 결의안 WHA41.7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 다음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WHO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그 분담금을 미납한 회원국들과 미납분담금에 

대한 특별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무분담금 납부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Guinea-Bissau, 

Somalia, Ukraine의 투표권이 정지되어 있음과 미납 분담금이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그 정지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며;

South Sudan의 투표권이 제67차 세계보건총회 중에 정지되어, 미납분담금이 헌장 제7조의 발

동을 정당화하는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로부터 미

래 총회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Afghanistan, Bangladesh, Barbados,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Islamic 

Republic of Iran, Iraq, Kyrgyzstan, Marshall Islands, Montenegro,  Namibia, Nauru, 

Niue, Saint Luc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Vanuatu, 

Yemen이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 WHO헌장 제7조에 의거, 그 투표권 정지를 보건총회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준까지 그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숙지하고 – Afghanistan, Iraq, 

Kyrgyzstan은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 나머지 17개 회원국들은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

회 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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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안 WHA41.7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Bangladesh, 

Barbados,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Islamic Republic of Iran, Marshall 

Islands, Montenegro,  Namibia, Nauru, Niue, Saint Luc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Vanuatu, Yemen이 여전히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

화하는 수준까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을 경우,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로부터 그들의 투표권은 

정지된다. 결의안 WHA59.6, WHA58.9, WHA61.8에 의거,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Afghanistan, Iraq, Kyrgyzstan이 여전히 조정된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그들의 투표권도 자동적

으로 정지된다;

(2) para. (1)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투표권 정지는 Afghanistan, Bangladesh, Barbados,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Islamic Republic of Iran, Iraq, Kyrgyzstan, 

Marshall Islands, Montenegro,  Namibia, Nauru, Niue, Saint Luc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Vanuatu, Yemen이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 미만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9차 세계보건총회와 그 후 총회까지 지속될 것이다;

(3) 이 결정은 WHO헌장 제7조에 의거 그 투표권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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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의안 WHA68.11

Status of collection of assessed contributions, including Member State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their contributions to an extent that w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s on status of collection of assessed contributions, including 

Member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their contributions to an extent that w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al arrangements for settlement of arrears;15)

Noting that, at the time of opening of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the voting 

rights of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Guinea-Bissau, Somalia and Ukraine were 

suspended, such suspension to continue until the arrears of the Members concerned have 

been reduced, at the present or future Health Assemblies, to a level below the amount that 

w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Noting that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Kyrgyzstan, Timor-Leste and Yemen 

were in arrears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to such 

an extent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Health Assembly to consi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whether the voting privileges of those countries should be 

suspended – for Kyrgyzstan at the opening of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and 

for the remaining six Member States at the opening of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DECIDES:

15) Documents A68/39 and A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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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at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 of principles set out in resolution WHA41.7 if, by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Timor-Leste and Yemen are still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their 

contributions to an extent that w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their 

voting privileges shall be suspended as from the said opening; an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WHA61.8 if, by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Kyrgyzstan, is still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assessment, its voting privileges 

shall be suspended automatically;

(2) that any suspension that takes effect as set out in paragraph (1) above shall continue at 

the Sixty-ninth World Health Assembly and subsequent Health Assemblies, until the arrears 

of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Kyrgyzstan, Timor-Leste and Yemen have been 

reduced to a level below the amount that s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3) that this decis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ny Member to request 

restoration of its voting privile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WHO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그 분담금을 미납한 회원국들과 미납분담금에 대

한 특별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무분담금 납부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Guinea-Bissau, 

Somalia, Ukraine의 투표권이 정지되어 있음과 미납 분담금이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

준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그 정지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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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Kyrgyzstan, Timor-Leste, Yemen이 제68차 세

계보건총회 개회 시, WHO헌장 제7조에 의거, 그 투표권 정지를 보건총회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는 수준까지 그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숙지하고 – Kyrgyzstan은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 나머지 17개 회원국들은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에 해당하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결의안 WHA41.7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Timor-Leste, Yemen이 여전히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을 경우, 제69차 세계보건총회 개회로부터 그들의 투표권은 정지된

다. 결의안 WHA61.8에 의거, 제6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시까지 Kyrgyzstan이 여전히 조정된 분

담금을 미납할 경우, 그 투표권도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2) (1)조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투표권 정지는 Cabo Verde, Cameroon, Guinea, 

Haiti, Kyrgyzstan, Timor-Leste, Yemen이 헌장 제7조의 발동을 정당화하는 수준 미만까지 분

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9차 세계보건총회와 그 후 총회까지 지속될 것이다;

(3) 이 결정은 WHO헌장 제7조에 의거 그 투표권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015년 5월 26일 아홉 번째 본회의

A68/VR/9



의제 21 재정 현안

21.4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 기준

(Scale of assessments for 2016-2017)

제1절  의제 내용

제2절  결의안 WHA68.12



의제 21 재정 현안 (21.4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 기준) 435

제1절 의제 내용

1. 의제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0-en.pdf

⧠ 제56차 세계보건총회

－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는 결의안 WHA56.33(2004-2005년 의무분담금 부

과기준)을 채택하여 이후 회원국의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으로 UN의 최신 부과기준을 수

용할 것을 결정했다.

○ 제136차 집행이사회

－ 2015년 1월 제136차 집행이사회는 결의안 EB136.R9을 채택하여 제68차 세계보건총

회가 본 결의안에 제시된 2016-2017 복년도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 결의안 EB136.R9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

－ 집행이사회는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68차 세계

보건총회에게 다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 한다: 

－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된 회원국 및 준

회원국의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을 채택한다.

－ 한국에게 부과된 의무분담금 기준율: 1.99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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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의안 WHA 68.12

Scale of assessments for 2016-2017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n the scale of assessments for 2016-2017,16)

ADOPTS the scale of assessments of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for the biennium 

2016-2017 as set out below.

...

  ...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

집행이사회는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

회에게 다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제68차 세계보건총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2016-2017 의무분담금 부과기준을 채택한다.

16) Document A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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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1-en.pdf

1. 의제 개요

⧠ 논의 경과

○ WHO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 관한 외부감사 보고서는 재정 규정 XIV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보건총회에 전한다. 

○ 이번 보고서는 제64차 보건총회에서 2012-2015년 외부 감사로 위촉된 필리핀의 위원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 외부 감사의 목적은 WHO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WHO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 여기에서는 주로 재정과 governance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  주요 내용

○ 권고사항

○ 외부감사의 권고사항 이행

2. 의제 내용

⧠ 감사의 결과

○ 재정 규정과 감사의 국제 기준에 따라 WHO의 재정 상태를 감사하였다. 

－ 중요성 측면에서, 그리고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에 따른 재무성과, 순자산과 자본의 변화, 현금의 흐름, 예산과 실제 금액을 

비교한 관점에서 재정 상태가 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리고 회계 정책이 전년도와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WHO의 거래가 금융 규제와 WHO

의 법적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인적자원, 위험관리, 지역 및 국가 운영 및 재무 관리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었다. 

－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 WHO의 목표에 대한 지원, 책임성과 투명성의 

향상, WHO의 재정 관리와 governance에 있어서 가치를 더하기 위한 권고들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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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의 요약

a.  기증자의 계약서와 현물 기증에 대한 추적을 실행하고 유지하고, 현물로 기증된 재산에 대

해 모두 기록하라. LOAs의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고, DFC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만료된 재고 항목의 처분에 있어서  국제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어라. 

b.  계획된 GSM 변환을 추구하여 데이터 출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절차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고, Global Service Centre의 감사가 지적한 내용을 해결해라.  

c.  카테고리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영역 네트워크의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공식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TOR(Terms of Reference)를 공식화해라. 그

리고 지정된 시간 계획안에 계획된 Programme Monitoring Framework의 최종화하고, 

PB2016-17의 제안의 조화를 위하여 결과 체인의 형태를 향상시키고, MTR 템플릿을 향상

시켜라.

d.  분석, 검토와 결과의 보고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간의 학습활동과 적절한 능력배양을 

제공하고 규정해라. 작업 결과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및 예산에 대한 확

인을 하여라.

e.  개정된 인적자원(HR)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변화된 관리 전략을 공식화하고, 행동/실행 계

획 (Action/Implementation Plan)을 개발하고, 인적자원 전략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

를 제시하여라. 그리고 인적자원 전략의 개발, 모니터링, 결과 측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있어서 실행의 위험을 규정하여라.

f.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투명성, 성별 및 지역별 균형을 보장하고, 기술, 역량평가 수행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고, 상기 기준 검토를 강화하여라. 그리고 채용 절차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 추적 툴의 활용을 최적화하여라.

g.  보건총회의 요구에 따른 인력 계획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재고, 인력과 기술 격차의 분석 도

구, 인력 위험 평가 등과 같은 적절한 툴을 개발하여라. 

h.  가장 실천적인 것에 밑바탕을 둔 지식 전달 전략(knowledge transfer strategies)을 만들

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여라. ePMDS+(평가툴)의 요구사항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iLearn

을 위한 품질이 보증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라.

i.  위험 관리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이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향상을 고려하여라.

j.  EMRO 지역사무소, WPRO 지역사무소, WCO 파키스탄, WCO 베트남은 내부감사를 강화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이전 년도의 경우 외부 감사 권고사항의 이행 

○ 지난해 외부 감사에서 이루어진 권고 조치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였다. 

－ 31개의 권고 조치 중에서 13개(42%)가 실행되고, 13개(42%)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4

개(13%)는 최근 권고사항으로 다시 올라오며 종료되었고, 1개(3%)는 더 이상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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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13건은 다음 재정 보고서에서 검증될 것이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외부감사의 보고 후, 사무국은 회원국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에 답을 하고, 위원회는 결의문

(A68/59)을 승인하였다.

⧠ 주요 권고사항

○ ‘인적자원’ 관리

－ global governance 강화에 WHO의 사업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인적자원의 관리 강화가 WHO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재고관리’의 강화

○ ‘보고시스템’의 강화

－ Data source의 질을 높이고, 지나친 보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의 강화

2. 주요국 발언

레소토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의 이행율이 낮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멕시코

권고안의 이행은 제안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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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의안 WHA68.13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External Auditor to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Having noted the report of the 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f the 

Executive Board to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ACCEPTS the report of the External Auditor to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세계 보건총회는.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한 외부 감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한 PBAC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68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한 외부 감사의 보고서를 수용한다.

2015년 5월 26일, 아홉 번째 본회의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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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2_en.pdf

⧠  논의 경과

○ Financial Rules의 규정 Ⅻ은 내부 감사의 권한을 설정한다. 

－ 규정의 112.3(e)는 사무총장에게 활동, 방향과 범위, 권고 사항의 이행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함께 보건총회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 사무실(내부감사실)은 WHO의 활동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더하기 위한 독립적이고도 객관

적인 보증과 자문을 한다.

－ 이들은 체계적이고 잘 훈련된 방법으로, 위험관리, 통제와 관리(governance) 절차를 효

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및 평가를 하여 기관이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주요 내용

○ 내부 감사의 목적과 범위

○ 내부감사실(사무실)의 관리

○ 감사와 조사, 감사의 권고사항 이행

2. 의제 내용

⧠ 내부 감사의 범위와 목적

○ 내부 감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 요소를 검토한다. 

－ 활동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업무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작업의 범위와 목적은 ‘위험관리, 통제 및 governance 절차’의 계획과 실행이 WHO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 아닌지, 혹은 기능을 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a) 위험의 규정, 분석 및 완화, (b) 정확하고, 신뢰할만하며, 시의적절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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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정보, (c) WHO의 규정과 규칙, 정책, 표준 및 절차에 부합된 직원 행동 강령, (d)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절한 보호, (e)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f)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절차

와 지속적인 향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 내부 감사실은 자세한 보고와 함께 결론부분에서 위험관리, 통제유지, 효과적인 

governance의 실행을 돕기 위한 설계에 대한 권고 조치를 한다. 

－ 단, 아메리카지역은 미주보건기구(PAHO)의 International Oversight and Evaluation 

Services에서 담당한다.   

⧠ 사무실 관리

○ 2014년 회원국을 비롯하여 외부 감사와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 특히, 두 명의 재정 감사를 2014년 8월에 영입하였고, 공석이었던 코디네이터 감사 자리

도 2015년 1월에 채웠다.     

○ 사무실의 예산은 임무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 여행, 상담, 운영공급 측면에서 배분된다. 

－ 주어진 예산 안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e. g. 여행 경비 감축, desk review 확대 운영)

－ 가용 자원 내에서 내부 감독의 범위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업무 평가 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짧은 형태의 보고서를 사용하고, 감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이와 함께 외부 감사와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내부 감사 내용을 전하고, 둘 간

의 업무협력과 중복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감사

○ 운영 감사에서는 재무 및 경영정보의 무결성, 자원 사용의 경제성과 효율성, WHO 규제, 정

책 및 절차의 준수, 자산의 보호에 대해서 위험관리와 통제 절차를 평가한다. 

－ cross-cutting영역, 현장 감사, Desk reviews 등이 있다.

○ 통합 감사의 목적은 국가 단위에서 WHO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각 국가의 건강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WHO의 기여를 확인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국가 사무소의 운영 능력에 대한 평

가를 한다.

⧠ 조사

○ 2014년에는 사기, 불법 행위, 손상, 괴롭힘과 관련된 우려의 보고를 50개나 받았다(2013년



의제 22 감사 및 감독 현안 (22.2 내부 감사의 보고) 445

은 21개). 

○ 1차 검토에서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17건이 발행되고, 6사례가 종료되었다. 일부 2015년으로 이관된 것도 있다. 

○ 사무실(내부감사실)에서 조사를 완료하더라도, 필요한 징계나 다른 조치를 담당 부서가 다

시 할 수 있다.

⧠ 감사의 권고사항 이행 

○ 내부 감사 권고사항의 실행에 대한 후속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부록1과 부록2는 지난 총회 이후에 오픈된 감사의 실적치를 축척하여 회원국에게 보고

하고 있으며, 2014년 감사의 권고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무

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지난 총회 이후로 사무실은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경과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효과성

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감사를 종료하기도 하고, 초기 대응이 필요했으나 아직 진행되지 않

은 건에 해서는 감사가 열리기도 한다(부록3 참고).

○ 내부감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 단위에서의 감사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2012-2014 사이에 수

행된 국가별 감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업데이트하였다. 

－ 주안점은 (a) WHO의 규정 및 규칙에 부합된 경향을 보이는지, (b) 큰 도전과제를 나타

내는 프로세스 영역17)을 강조하는지에 있다. 

－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영역 간의 불균형이 심한데, “통제 무능”의 정도가 크거나, 내부통제 

환경에 있어서 중대한 약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결론은 ‘특정 국가’나 ‘한 국가 내에서의 특정 프로세스’가 왜 더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의 틀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을 더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별 통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 미주지역의 감사 

○ 미주지역의 경우에는 Inspector-General of the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and 

Evaluation Services가 Pan American Sanitary Bureau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and Evaluation Services는 Pan American Sanitary 

17) 보상, 인적자원, 글로벌 관리 시스템/정보 기술, 보안, 계약, 제품, 직접 금융 협력, 고정 자산, 여행, 특별 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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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의 내부통제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계획과 결과의 관리 활

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위기관리프로세스의 도약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PBAC의 보고 후, 사무국은 회원국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에 답을 하고, 위원회는 결의문

(A68/60)을 승인하였다.

⧠ PBAC의 보고 내용

○ 내부통제 약점, 규칙 및 규정의 준수가 약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특히 사무국이 재정 조달 분야에 더 박차를 가해주길 요청한다.

○ “WHO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 회원국의 입장

○ 주요국 발언 내용 참고

⧠ 사무국의 답변

○ 각 지역사무소는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향후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할 것인지 피드백 한다.

2. 주요국 발언

터키

WHO 조직의 일관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다. 새롭게 권고된 조치들을 신

속히 이행해야 WHO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호주

내부감사 보고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재정 통제와 권고안 이행을 

위한 조직 전체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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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DFC, 조달 등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사무소 및 국가사무소의 모니터링의 강화

를 주장하였다.

스웨덴 (Nordic Countries의 대표)

견고한 감사는 조직의 효율적/효과적인 운영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내부감사의 지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내부통제가 약해서 국가 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정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 내부통제 강화는 조직 경영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

는 결단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행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독일

IEOAC가 지적하였듯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가 우려스럽다. WHO가 DFC

에 새로운 정책을 채택한 점은 환영한다. 4년 전에 비해 Governing Bodies에 의한 관리가 향상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다. 내부통제는 향후 지배기구의 지속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미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PBAC 보고가 위원회에 제

출된 점을 환영한다. 내부통제, 조달 전략 등 개선 전략들이 제시된 바, 이러한 전략의 실제적 이행

이 공여자들의 기여 확대에 주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멕시코

세 조직별 역할과 책임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며 내부감사가 제시한 권고안을 환

영한다. 사무국과 회원국의 책임 공유가 필요하다. PBAC의 권고안을 환영한다.

영국

WHO처럼 큰 조직에서는 관리가 중요하다. IEOAC의 개별성과의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DFC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8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중국

이행할 수 있는 권고안을 환영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점들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점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 국제공무원 훈련을 통해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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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3-en.pdf

⧠  논의 경과

○ 재정 규칙 14.1에 의하여, 보건총회는 ‘회원 정부의 감사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감사

를 지정할 수 있다. 

○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 현재는 2011년 제64차 총회에서 임명된 필리핀 감사가 위원장(2012–2014)을 하고 있다. 

○ 새로운 임명에 대한 효력은 2016년 1월부터 발생된다.

○ 이에 대한 논의는 제48차 보건총회에서 시작되었다.

⧠ 주요 내용

○ 지원자의 이력 사항

○ 보건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치

2. 의제 내용

⧠  절차

○ 제68차 보건총회에서 선출될 외부감사(임기: 2016-2019)의 선임을 위한 회람장이 모든 회

원국을 대상으로 3월 3일에 발송되었다. 

－ 지원서의 제출 마감일은 3월 27일까지였다.

○ 기한 내에 도착한 지원서는 파키스탄(3월 20일), 시에라리온(3월 24일), 필리핀(3월 26일, 

이후 수정), 캐나다(3월 27일)의 것 이었다. 

○ 부록 2-5는 지원국의 제출한 이력, 업무 및 가격제안서이고, ‘부록 6’의 표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 부록 6의 표: 지원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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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총회의 조치

○ 외부감사 자리에 네 개 국가가 지원하였고, 제68차 보건총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절차에 따

라서 회원국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비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외부 감사 지원국인 캐나다, 파키스탄, 필리핀, 시에라리온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후, 비

투표가 실시된다.

⧠ 투표결과

○ 2016-2019년 외부감사로 필리핀이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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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투표권 179 179 179
부재/기권/무효 61/0/0 63/2/0 64/2/1
과반수/유효 60/118 58/114 57/112
캐나다 42 46 50
파키스탄 29 30
필리핀 35 38 62
시에라리온 12
비고 시에라리온 탈락 파키스탄 탈락 캐나다 탈락

제3절 결의안 WHA68.13

Appointment of the External Auditor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RESOLVES tha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Audi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e appointed External Auditor of the account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a four-year period from 2016 to 2019 and that he audi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incorporated in Regulation XIV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and the Appendix to the 

Financial Regulations, provided that, should the necessity arise, he may designate a repre-

sentative to act in his absence.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외부 감사 임명

제68차 보건총회는, 

필리핀을 2016-2019년 WHO의 외부 감사로 임명하고, 그는 재정 규정의 규칙 
XIV과 부록에 의거하여 감사할 것을 결의한다. 부재 시에 임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2015년 5월 26일 아홉 번째 본회의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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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4-en.pdf

⧠  논의 경과

○ 인적자원에 관한 WHO의 개혁은 제64차, 제65차 총회와 제129차 집행이사회부터 계속 되

어왔다.

○ 제128차 집행이사회는 직원의 임기 문제를, 제134차 집행이사회에서는 인력의 유동성 문

제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월 실시된 제136차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을 중심으로 다

루게 되었다.

⧠ 주요 내용

○ 2014년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이슈의 업데이트

－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의 발생에 대한 대처

－ 새로운 국제 이동 체계(순환근무제)

○  WHO 인적자원전략의 실행 경과보고

2. 의제 내용

⧠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인적자원의 대응

○ 에볼라 발생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WHO의 인력 구조 조정 능력이 중요하였다. 

－ 직원을 새로 뽑기 이전에 기존의 직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어느 정도 수준(직원의 수, 위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 초기에는 7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마지막에는 1,000명이 넘는 

자리가 필요했다. 

－ 기존의 직원으로는 모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 그리고 외부 지원자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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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국으로 가기 전에 상담,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했다. 

－ 게다가 이들은 가장 나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투입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 

－ 고도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얻었다. 

○ 이런 면에서 에볼라의 발생은 인적자원전략의 두 번째 축인 “인재유지: 경력 관리”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 이와 같은 교훈을 고려하려, 글로벌 경영 시스템의 변화 측면에서 새로운 채용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 이는 2015년 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 WHO 글로벌 이동성 체계(Mobility Scheme: 순환근무라 칭함)

○ 인적자원전략의 두 번째 축인 “인재유지: 경력 관리”과 함께, 순환근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모든 직원이 전문지식을 키우고, 그들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임무를 맡아

보고, 이동 근무를 해야 한다. 

－ 이동 근무는 전문직이나 높은 직급에 있는 순환직에 적용된다. 

－ 이를 위해서 제136차 집행이사회에서 규칙과 규정이 개정되었다. 

○ 순환근무를 통해 직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준(본부, 지역사무소, 국가)에서의 경

험을 늘려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회원국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모든 직원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고, 자신들의 경력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안된 지역 간 순환 근무제는 대부분 전문직과 고위층의 직원에게 적용될 것이다. 

－ 지역 간 순환 근무제는 한편으로 승진을 통한 보상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 현재 WHO는 전체적으로 사무소 간 이동 근무의 비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본부에서 근

무하는 사람들이 지역 사무소로 가려는 비중은 매우 낮다.

○ 지역 간 이동 정책은 두 가지의 명확한 혜택이 있다. 

－ 우선, 직원의 능력을 개선시킨다. 

－ 많은 지역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키울 수가 있다. 

－ 더불어 점차 높아지는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 능력과 함께 직원의 구조를 더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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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전략 실행의 업데이트

○ WHO의 인적 자원 전략의 핵심 축은 세 가지로 인재 유치(attracting talent), 인재 유지

(retaining talent or career management), 근무 환경 조성(enabling working 

environment)이다. 

○ 성별의 균형, 다양성, 공동 작업, 책임성이라는 네 가지 cross-cutting 원칙이 이들 영역에 

적용될 것이다.

⧠ 인재 유치

○ 지난 2014년 3월 이후로 HQ(본부)와 지역사무소의 고위직을 모집함에 있어서 일관된 절차

가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local posts(general service and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categories)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 자질을 갖춘 인력을 모집하되, ‘성별의 균형’이나 ‘지역에 따른 다양성’에도 심혈을 기울

일 예정이다. 

○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문직 또는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41.4%을 차지하였다. 

－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결과로 고무적으로 보이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지원자(상위급)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WHO의 임무, 조직 문화, 국가의 현

실 등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확인할 것이다. 

－ 그리고 채용 형태에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 제132차 집행이사회의 결정(EB132.R10. 결정문에 담김)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fixed-term appointment 형태로 채용된 직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중단할 것이다. 

－ 이를 대신하여 APW, 컨설턴드 형식(기관 간에는 umbrella agreement)의  Non-staff

와의 계약을 늘리고자 한다.

⧠ 인재 유지

○ 많은 직원의 은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Ebola 위

기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기존 직원의 발령’ 또는 ‘신규 직원의 채용’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 성과 관리와 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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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ystem(이하, PMDS)는 성과와 결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재설계되었다.  

－ PMDS는  ‘잘한 것에 대한 인식과 보상’,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를 주요

한 목표로 삼고 있다. 

－ 예를 들어 PMDS에는 관리자 측면에서 성별과 지역 간 균형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지표 

등이 담기게 될 것이다. 

－ PMDS와 이를 위한 지원책은 2015년까지 준비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본부에 도입되

고 2016년에는 지역사무소에 도입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the Corporate Framework for Learning and 

Development)의 도입도 준비 중이다. 

－ 2014년 8월 Corporate Framework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2014-2020

을 도입하면서 경력개발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딛었었다. 

－ 이는 직원 서로 간에 배우고 발전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WHO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구를 유지하는 것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 iLearn(국가 단위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교육 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직원

과 관리자에게 채용, 성과관리,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기대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

는 향상된 WHO의 국제 경쟁력 강화 모델이 개발되었다.

○ 2015년 3월 향상된 ‘WHO의 국제적 경쟁 모델’은 채용, 성과 관리 및 경력개발에서 기대되

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원과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이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위치로 갈 때 어떤 능력과 경쟁력이 필요로 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 단기 순환 근무나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통해 직원들은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 이는 WHO의 순환근무제를 지원할 것이다.

⧠ 근무 환경의 조성

○ WHO 직원은 회원국에 의해서 기구에 맡겨진 권한, 자원,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잘못

한 것에 있어서는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이에 관해서는 지난 136차 집행이사회에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 현대적인 방식에 의한 직원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일상

생활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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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근무 여건을 형성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유연하고 적절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적 자원 전략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013-2015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2016-2020년에는 이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해야 한다. 

－ 이러한 전략의 성패는 세 단계의 조직(본부, 지역사무소, 국가)과 세 개의 대상(인적 자

원, 관리, 직원)을 어떻게 협력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지난 논의 내용에 대한 PBAC의 보고 이후, 회원국의 발언이 이어졌다.

○ 사무국은 회원국의 질문에 응답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보고서(A68/44)를 note하였다. 

⧠  회원국의 입장

○  회원국들은 인적 자원에 관한 WHO의 전략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순환근무를 통

해 적절한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 투

명성, 형평성 등이 잘 지켜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확인도 

강조하였다.

○  회원국들은 또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성별, 지역별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 사무국의 입장

○ 사무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aff"이다.

○ 사무국은 직원의 능력관리와 이동(mobility)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순환근무를 도입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보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사무국은 성별 균형, 지역 간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자격이 입증된 사람을 높은 

위치에 채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에볼라 위기를 대응하며 깨달은 바라고 한다.

○ 사무국은 앞으로 제도 실행의 과정에서 회원국, 국가 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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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것이다.

2. 주요국 발언

일본

순환근무가 중요하다. 적절한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

인적자원에 대한 개혁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며, 전 기구에 걸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동의

한다. 또한 WHO 3 level에 있어서 knowledge transfer가 중요하다. 순환근무에 있어서는 다음 

네 가지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적절해야 하고, ②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③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④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또 이에 관한 정보도 잘 주어져야 한다.  

스웨덴

필요가 바탕이 되어, 적절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유용하다. 첫째로, 직원의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직원 조직의 구조를 가지런하게 

한다. 새로 개발한 성과 관리 틀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성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영국

에볼라 바이러스는 Human Resource Department에 많은 압력(부담)이 되었다. 이는 WHO가 

적합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인력 관리 프

로그램이 인력 관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성과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WHO의 에볼라에 대한 대처는 미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순환근무는 각 지

역의 상황과 국제적 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WHO는 채용에 있어서 지리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WHO는 지리적 균형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호주

에볼라 바이러스는 ‘강한 WHO’를 강조하였으며, 적절한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

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 관리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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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변화되는 환경을 받아들어야 한다. 성별 균형, 지리적 균형이 중요하다. 

 

멕시코

직원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춤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위

급 직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도 중요하다. 직원의 순환근무는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

미국

인적자원은 WHO가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고,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

한 핵심요소이다. 새로운 성과 관리 틀은 도전 과제이며, 문화의 변화를 여기에 반영시켜야 한다. 인

적자원 전략이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르완다

인력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인력관리, 근무 환경 등의 WHO 개혁을 가속화

해야 한다.

터키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인적자원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성별 균형과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력에 있어서 성별균형과 지리적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높은 직위에서의 여성 인력이 늘

어나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브라질

WHO의 개혁에 있어서 재정이나 가버넌스, 비정부주체의 참여 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다루어

져서는 안 되며, 인적자원의 강화나 투명성 등이 전체 개혁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 간 균

형,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 23 인사 현안 

23.2 국제공무원위원회의 보고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주요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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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5-en.pdf

⧠  논의 경과

○ 법령에 따라 국제공무원위원회는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40차 보고서를 보건총회에 제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14년 12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검토되었다.

－ 유엔총회에서는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WHO의 직원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결정하

였다.

⧠ 주요 내용

○ 보고서는 ‘전문 직군과 고위직군의 보수’와 ‘현 직원의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다음을 검토하였다.

－ 직원급 조사와 간부급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직원 보수 수준, 정년 규정 및 직원 구성(성별, 지역 등)의 균형성

2. 의제 내용

⧠ 직원 조사(Global staff survey; 보상체계의 포괄적 검토를 위한 조사)와 간부급 조사(임원 및 

인력자원 관리자와의 상담)를 통해 얻은 시사점

○ 직원들은 ‘보수 자체’보다는 ‘기여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직원들은 보수가 높은 성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낮은 성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간부급은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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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유동성

(mobility)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위원회는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조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권고하였다.

⧠ 직원의 보수 수준 검토의 경과

○ 작업반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다섯 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지불과 보상체계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 다음 81차 위원회(2015년 3분기)까지 추가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년 규정의 문제

○ 2013년 보고(A/68/30)에서 위원회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현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늘

려주기를 유엔총회에 요청하였다. 

－ 하지만, 유엔총회는 이를 무기한 연기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Human Resources Network 또한 이 주제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년 연장 문제는 인

적자원 관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대부분의 조직이 정년 연장의 도입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직원 연합은 강하게 

반대하였다. 

－ 오랜 논의 끝에, 위원회는 수행된 연구의 결과들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및 지역별 균형의 중요성

○ 위원회는 직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문제를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빈번히 다루어왔

으며, 총회는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이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64/231). 

－ 마지막 논의가 있었던 2010년, 위원회는 상위급(D-1 이상)에서의 성별 구성이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 위원회는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지역별 구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의 

다양성, 세대 간 다양성, 성별 균형, 언어의 다양성 등을 다양성의 범위와 정의에서 포함시

킬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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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슈

○ 그밖에 위원회는 기본급 수준(1.01% 상향조정, 2015년 1월 1일 기준), 총 보수의 수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는 전체적으로 미국 공무원의 봉급수준 변화18)와 흐름이 같이 하는 것이다. 

제2절 주요 회의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의장은 floor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 사무국은 제기된 질문에 응답하고, 위원회는 보고서(A68/45)를 note하였다.

2. 주요국 발언

멕시코, 보스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는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멕시코, 보스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별 

균형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보스와

나는 자국의 근무환경이 열악함과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18) 노블마이어(Noblemaire)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공무원(워싱턴 D.C)의 보수수준과 비교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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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직원 규정 및 규칙의 개정

(Amendments to the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제3절  결의안 WHA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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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6-en.pdf

⧠  논의 경과

○ 제136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의(recommend)되거나 확인(confirm)된 내용을 제68차 보건

총회에서 최종 검토, 결정하게 된다. 

○ 규정 12.1과 12.2에 따라서 보건총회는 직원 규정을 수정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보건총회

에 직원 규칙과 개정된 내용(이사회의 확인을 받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이 보고는 규정 3.1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사무총장의 권고와 집행이사회의 조언에 근거 

Deputy directors-general, Assistant directors-general 및 regional directors의 연

봉 등을 보건총회에서 확정하기 위함이다.

⧠ 주요 내용

○ 총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보수수준과 봉급

○ 성공적인 인적관리와 그간의 경험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용어와 직원의 근

무환경 관련 제반 사항

○ Organization's mobility policy 도입과 함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내용: 임명, 이동, 재

계약과 승진에 관한 사항

2. 의제 내용

⧠ 제136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의 및 확인된 다섯 가지 조항에 관한 건(EB136/47)

○ 2015년 1월에 실시된 집행이사회에서는 전문 인력 및 상위급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EB136.R11)이 확인되었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EB136.R12)

이 권고되었다.

○ 이와 함께,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 EB136.R13과 EB136.R14도 확인되었다. 

○ 이는 모두 2015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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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36.R13>

목적, 직원 규정과 직원 규칙의 관계, 개정, 적용, 발효일, 직원규칙의 예외, 권한 

위양, Post-classification, 지불과 공제, 채용 정책, 임명 정책, 의학적 증명과 

예방접종, 임명절차, 임명 발효일, 재취업에 의한 복직, 직원 대상 공고와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직원의 복지, 의무 할당, 훈련, 성과관리와 개발, 승진, 

재임용, 등급 하락, 직위 변경에 대한 안내와 발효일, 공식 휴일, 초과근무 및 

보상휴가, 연가, 가정 휴가, 군복무 휴가, 휴가의 보고와 승인, 기타 휴가, 

직원연금기금, 사고 및 질병 보험, 직원 출장, 협회의 권리, 직원대표, 직원 활동 

자금 조달, 사직, 임시직의 종료, 게시물의 폐지, 불만족스러운 성과와 부적합한 

국제 서비스 수준, 위법 행위, 징계, 조사의 중지, 요금 안내와 대응

<EB136.R14>

성공적인 인적관리와 그간의 경험 측면에서 보수, 채용정책, 유동성, 재계약 

거절에 대한 개정 사항들이 Organization's mobility policy 도입에 따라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함. 

○ 한편, 집행이사회는 68차 보건총회에서 ‘임명, 이동, 재계약과 승진에 관한 사항’이 

Organization's mobility policy의 도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EB136.R15을 

수용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직원 규정 및 규칙에 관한 제4조의 4.1항, 4.2항, 4.3항, 4.4항과 9.2항의 개

정이 요구된다.

⧠ 집행이사회에 의해 권고된 결의문 EB136.R12과 EB136.R15에 대한 보건총회의 수용을 요청

한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문서 A68/46과 결의문 EB136.R12, EB136.R15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468 제68차 세계보건총회

○ 위원회는 보고서(A68/46)를 note하고, 결의문을 승인하였다.

제3절 결의안 WHA68.17

Amendments to the Staff Regulations

The Six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No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ecutive Board with regard to the appointment, 

transfer, reassignment and promotion of staff members; and separation from service,

1. ADOPTS the proposed amendments to Staff Regulations 4.1, 4.2, 4.3, 4.4 and 9.2;

2. DECIDES that these amendments shall take effect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rganization’s mobility policy.

Ninth plenary meeting, 26 May 2015

A68/VR/9

인사 규정 수정
제68차 보건총회, 

직원의 임명, 이동, 재임용과 승진에 관한 집행이사회의 권고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비스로부터 분리한다.

1. 직원규정 4.1, 4.2, 4.3, 4.4, 9.2의 개정 제안을 수용하고,

2. 이 개정들이 WHO의 순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결정한다.

 2015년 5월 26일, 아홉 번째 본회의
A68/V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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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UN 합동직원 연금 위원회 보고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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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7-en.pdf

⧠  논의 경과

○ 유엔 합동직원 연금 기금의 규정과 규칙의 변경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유엔총회의 

승인 대상이다.

○ 이 보고는 제61차 연금이사회(2014년 7월 10-18일)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과 총회에서 

수용된 내용(결의문 69/113)을 정리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기여율이 개선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투자수익에 의한 기금의 시장가치 변화에 관한 보고

○ 기타 행정, 심사, 관리구조, 혜택 관련 권고사항

2. 의제 내용

⧠ 문제점

○ 연금이사회는 현재 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23.70%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2013년 

12월 31일(24.42%)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이다. 

○ 적자폭 또한 1.87%에서 0.72%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실적은 펀드 참여를 시작(또는 재시작)하는 신규 직원의 정상 또는 조기 퇴직 연

령이 2014년 1월 1일 이후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 이와 함께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기금의 투자 목표 수익 역시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  유엔총회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던 기금 수익이 다시 향상된 것을 축하하

고,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주기를 강조하였다. 

⧠ 투자

○ 기금의 시장가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US$ 51.3billion으로 지난해의 US$ 44.7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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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 기금은 현재 38개 국가에 투자 중이다. 

－ 사무국 대표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투자의 3.5% 수익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4%를 달성하였다.

○ 총회는 투자 국가의 대상, 자산의 종류에 있어서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과 전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

였다.

⧠ 기타

○ 총회는 행정, 심사, 관리구조, 혜택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내렸다.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의장은 floor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 위원회는 보고서(A68/47)를 not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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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WHO 직원 연금위원회 대표 임명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to the 

WHO Staff Pension Committee)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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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8-en.pdf

⧠ 논의 경과

○ WHA2.49 결의에 따라, WHO는 연금위원회를 9명 (그리고 대체 맴버 9명)으로 구성한다.

○ 이 중에서 1/3은 보건총회에서 임명하고, 1/3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그리고 나머지 1/3은 선출로 결정한다.

⧠ 주요 내용

○ 명인 및 임명 기간

2. 의제 내용

⧠ 임명

○ 65차 보건총회: 2012년부터 3년간 

－ Dr Ali Jaffer Mohamed, Oman 대표

－ Dr Michel Tailhades, Switzerland 대표 (대체 맴버)

○ 66차 보건총회: 2013년부터

(a) 3년간

－ Dr Viroj Tangcharoensathien, Thailand 대표

－ Dr Mahmoud N. Fikry,  United Arab Emirates 대표 (대체 맴버)

－ Mr Alejandro Henning, Argentina 대표 (대체 맴버)  

(b) 1년간

－ Mrs Palanitina Tupuimatagi Toelupe, Samoa 대표 (남은 재직 기간만)

○ 67차 보건총회: 2014년부터 

(a)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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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Ebenezer Appiah-Denkyira, Ghana 대표 (맴버로)

－ Dr Darren Hunt, New Zealand 대표

－ Dr Mariam A. Al-Jalahma, Bahrain 대표 (대체 맴버) 

(b) 1년간

－ Dr Michel Tailhades, Switzerland (남은 재직 기간인 2015년 5월까지)

제2절 회의 주요 내용

1. 논의 쟁점 및 결과

⧠ 논의 개요

○ 의장은 Dr Michel Tailhades (스위스)를 WHO 직원 연금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회하였습니다.

⧠ Dr Michel Tailhades(스위스)가 남은 재직 기간인 2018년 5월까지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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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부동산: 제네바 건물 쇄신 전략 현황

(Real estate: update on the Geneva buildings renovation strategy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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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49-en.pdf

⧠  설계회사 선정

○ 2008년 프로젝트 시작 후 2015년 3월 신축건물 설계회사 선정 완료

－ 선정된 설계사: Berrel Berrel Kräutler AG

⧠ 전략 집행 2단계

○ 1단계: 신축건물 건축

○ 2단계: 본관 레노베이션

⧠ 총 경비

○ 총 경비: 2억5천만 스위스 프랑 ± 15%

－ 1단계 경비: 1억4000만 스위스 프랑

－ 2단계 경비: 1억1000만 스위스 프랑

⧠ 경비 충당 메커니즘

⧠ 전략 집행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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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내용

⧠ 건물 쇄신 배경

2008년, 노화된 WHO 본관을 쇄신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

서 혁신 작업이 WHO 건물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2012년, WHO와 스위스 당

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제안된 건물혁신안들을 평가 및 승인하였으며, 2013년 5월, 보

건총회는 WHO 본부 건물 혁신에 관한 사무국의 네 가지 안을 검토한 후 첫째 안을 선택했다. 

○ 첫째 안: 에너지 효율이 높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1천1백여 책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신축 + 

기존의 부속건물 세 개 철거 + 본관 건물 쇄신 + 다른 부속 건물 세 개 매각

스위스 당국은 신축건물 건설비용으로 50년 거치, 무이자 1억4천만 프랑(스위스)의 융자에 원칙

적으로 합의했으며 2014년 2월, 신축건물의 기획단계 지원을 위해 합의한 융자금의 10%인 1천4백

만 프랑(스위스)을 대출해 주었다.

2014년 5월, 보건총회는 제네바건물혁신전략 현황에 대한 행정예산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한 후 

결정안 WHA67(12)를 채택했다.

○ WHA67(12)의 주요 내용:

－ 사무총장에게 WHO 제네바 건물 혁신전략의 기획단계를 시작하도록 권한 부여

－ 사무총장에게 스위스 당국의 1천4백만 프랑(스위스) 무이자 대출을 수락하고 건물혁신

프로젝트를 지속하도록 요청

－ 사무총장에게 선정될 신축건물의 설계도(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건물혁신 전략 전체에 

대한 자세한 재무현황 보고 포함)를 제68차 보건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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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회사 선정

2014년 6월, 사무국은 신축건물을 위한 글로벌 설계대회를 개최하여 251개의 제안서 검토 후 

13개 프로젝트를 1차 선정 후 2015년 3월, 그 중 최종적으로 취리히 소재의 설계회사 Berrel 

Berrel Kräutler AG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향후 몇 개월간 설계회사와 더불어 프로젝트 

팀은 신축 위치, 시설 위치,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본관 쇄신 담당 엔지니어들과도 협

력하여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쇄신전략 집행 2단계

○ 1단계: 신축 건물 완공

○ 2단계: 본관 레노베이션



의제 24 경영 현안 (24.1 부동산: 제네바 건물 쇄신 전략 현황) 479

⧠ 쇄신전략 경비

○ 1단계: 신축건물 건설비용 – 1억4000만 스위스 프랑 內

○ 2단계: 본관 레노베이션 – 1억1000만 스위스 프랑. 

○ 총 개발 경비는 2억5000만 스위스 프랑 +/- 15%.

⧠ 개발 경비와 경비 재정 개요

○ 제네바 건물 레노베이션 경비 충당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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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건물 쇄신 전략 집행 거버넌스 구조



의제 25 UN 시스템 및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Collaboration within the Unite Nations System and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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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제 개요 및 내용

1. 의제 개요

의제 원문 –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8/A68_50-en.pdf

⧠ 국제기구들의 에볼라 대응

○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모두 의제로 채택

○ African Union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보건장관 공동회의 주최

○ WHO/UNDG 공동서한, WHO/ICAO 공동서한 발행

○ UNMEER 발족

○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서의 관련 결의안 채택

⧠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한 UN시스템의 목적 부합성

○ WHO는 Delivering as One 접근법을 지지하며 UN시스템 전체의 조율된 국가활동을 지

지한다.

○ WHO는 Resident Coordinator 시스템을 적극 지지한다.

○ WHO는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을 지원하며 국가 수준에서 UN시스

템과 사업운영 관행 조율, 공통 서비스 활용 등에 참여하고 있다. 

⧠ UN시스템과 WHO의 협력 사례

○ Health 4+, Every Women, Every Child Movement,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and related initiatives(IHP+)

○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UN 시스템과의 협력

○ ITU와의 협력

－ “Be He@lthy, Be Mobile” 이니셔티브 공동 추진

○ FAO와의 협력

－ 제2차 국제영양컨퍼런스

○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

○ 아프리카 개발은행, 서아프리카 보건기구,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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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발병국가의 탄력 있는 보건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위급 회담

2. 의제 내용

⧠ 보건 이슈에서의 UN과 WHO의 협력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을 중심으로 UN 지배기구들과 UN시스템 전체

는 보건 이슈에 깊이 관여했다. WHO는 각 국가들이 국가의 보건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UN

시스템과의 공조를 극대화해야 한다.

⧠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대응

HIV/AIDS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은 UN의 세 지배기구(총회, 안전 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모두에서 의제로 채택된 두 번째 보건 이슈다.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 규모와 이 감염병이 발병국의 경제사회개발과 국민들의 삶에 미치고 있는 지속적인 영향은 국

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을 규합하게 했다.

2014년 3월 23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에 대한 WHO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직후, 동 사안

은 African Union Commission과 WHO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프리카 보건 장관들의 첫 공동회의

에서 논의되었다(2014년 4월 14-17일). African Union은 에볼라 대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AU Support to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팀을 통해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되는 현장 보

건종사자 1천여 명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시스템의 전문 지식과 역량이 다양한 분야에서 동원되고 있다. WHO 사무총장

과 UN Devleopment Group 회장(Chair)의 공동서한이 발행되어 발병국 UN 국가 팀들의 협력을 

촉구했고, WHO 사무총장과 ICAO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공동서한이 발행되어 민간비

행당국에게 보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 무역이나 여행을 제한하되 그 목적 외에는 이들

을 제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UN 사무총장은 2014년 8월 선임 UN시스템에볼라조정관(Senior United Nations System 

Coordinator for Ebola)을 임명했으며 UN Operations and Crisis Centre의 Crisis response 

mechanism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최초의 UN 보건미션인 United Nations Mission on Ebola 

Emergency Response(UNMEER)가 발족되어 에볼라 감염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하며, 필수 서비

스를 확보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더 이상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UN 조

직의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WHO는 UN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조율했으며 UN 지배기구들의 지원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2014년 9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에볼라 관련 결의안 2177(2014)을 

채택했으며 제69차 UN총회는 첫 결의안으로 “Measures to contain and combat the recent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결의안 69/1)를 채택했다. Assembly of the Inter-Parlia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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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도 에볼라 대응에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에볼라 대응에 필요한 자원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다. UN사무총장은 Ebola 

Response Multi-Partner Trust Fund를 설립했으며 그 구성원은 United Nations Special 

Envoy on Ebola와 공여자 및 발병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UNMEER 대표는 참관인 자

격으로 참여한다.

세계은행은 에볼라 발병국가들을 위한 기금 10억 달러를 동원했으며 UN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역시 기초 서비스 제공 외에도 자금을 모집하고 자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기금 모집에 참여하고 있다.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에볼라 대응에 필요한 당장의 보건 개입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에볼

라 바이러스 감염병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포괄적인 다분야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논의 후 UNDP는 Ebola Recovery Assessment를 발족해 기초 서

비스와 인프라, 보건과 식수, 위생, 평화 유지와 사회 통합, 기관/핵심 정부 기능, 사회경제적 재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한 UN 시스템의 목적 부합성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의 UN시스템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goals, targets, indicators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지원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새 의제의 국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UN시스템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현재, 43개국이 “Delivering as One” 접근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Development Group은 이 이니셔티브의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유

연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2014년 9월, WHO 사무총

장을 비롯, UN시스템의 18개 기관장들은 보다 폭넓은 관련성과 영향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를 모든 UN 국가 팀에게 보낸 바 있다. 서한과 함께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와 다섯 가지 주요 원칙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포함한 통합된 지원 패키지를 

“Delivering as One” 접근법을 채택하기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보냈다. 

WHO는 각 국가들의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수준에서 UN

의 프로그램과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조율을 확보하려는 UN시스템의 노력에 기

여하고 있다.

WHO는 Resident Coordinator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14-2015년 WHO는 UN시

스템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centralized cost-sharing agreement 아래 5백2십만 달러를 기여

했다. 2016-2017년에 대한 WHO의 기여 규모는 UN Development Group내에서 곧 결정될 것

이며 그 결과는 2016-2017 사업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WHO 대표들은 80여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대부분 3개월 정도까지 임시로 Resident Coordinator의 역할을 맡았다.

WHO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에 보건 요소를 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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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으며 WHO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식별된 우선순위에 근거해 보건관련 outcome에 기

여하고 있다. 이러한 틀에 가장 잘 반영된 WHO의 리더십 우선순위들 중 두 가지는 보건 관련 

MDG 달성과 건강의 사회, 경제적, 환경적 결정요인이다. WHO 국가 사무소는 UN 국가팀에서 

health thematic group들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90% 이상의 국가들에서 WHO는 다른 

분야의 thematic group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WHO는 사업운영관행을 UN시스템과 조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UN의 공통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WHO가 활용하는 공통 서비스는 주로 안보, 정보통신기술, 지역 조달 및 이동 서비

스이다.

⧠ UN시스템과 WHO의 협력 사례

WHO가 UN의 보건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Health 4+ 협력, Every 

Women, Every Child 운동,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and related initiatives 

(IHP+)를 통한 MDG 달성과 관련되어 있다.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는 UN시스템의 관심 주제이다. 2014년 UN총회는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진척상황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평가를 착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그 결과 

문서는 2011년 고위급회담의 정치적 선언에 포함된 목표들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사

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WHO의 리더십 아래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는 정치적 선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활동을 조율한다. 2014년 WHO, UNICEF, UNDP, UNFPA, UNAIDS, World Bank 대표들로 구

성된 세 가지 joint programming missions가 착수되었다. 미션들은 보건부, 재정부, 농림부, 기

획부의 관료들,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의 대표들과 회의를 했으며 그 결과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whole-of-government”와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증진하고 실행할 UN 국

가팀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WHO와 UNDP는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에 비감염성 질환을 통합시키는 데 대한 가이드 메모를 준비했다. 이 가이드는 UN국

가팀이 폭넓은 사회적 결정요인뿐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의 보건 양상을 해결하는데 국가들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WHO와 ITU는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질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

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해 보건시스템의 강화를 꾀하는 “Be He@lthy, Be Mobile” 이

라는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WHO와 FAO는 제2차 국제영양컨퍼런스의 준비에 긴 히 협력했다. WHO 보건기후컨퍼런스

(제네바, 2014년 8월 27-29일)는 2014년 UN기후정상회의의 보건적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WHO

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제20차 세션에 UN시스템의 일부로 관여했다. WHO는 IMF와 협력해 “Pro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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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ighting Climate Change”라는 side-event를 개최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서아프리카보건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WHO는 “에볼라 발병국가의 탄력 

있는 보건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소집했다.

 

 



부록

본 헌장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다음의 원칙이 모든 국민의 행복, 조화로운 관계 및 안전

의 기초임을 천명한다.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를 뜻하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

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는 기초이고, 개인과 국가의 최대한의 협력에 의존한다.

어떠한 국가가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모두에 대하여 가치를 갖는다.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육은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며, 변화하는 전반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발육에 필수적인 것이다.

의학적 및 심리학적 혜택과 관련 지식을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건강을 최대한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를 제공받은 공중이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건강을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이다.

국가는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 조치를 제공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는 자국민의 건강에 관하여 책

임을 진다.

체약국은 이러한 원칙을 수락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할 목적으로 이 헌장에 동의하고, 이에 국제연합 헌장 제57조 범위 내의 전문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를 설립한다.

세계보건기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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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제1조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데 있다.

제2장
임무

제2조

본 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제보건사업에 있어서 지도적, 조정적 기구로서 활동하는 것

(b) 국제연합, 전문기구, 정부의 보건행정기구, 전문가 단체 및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

(c)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건사업의 강화에 관하여 각국 정부를 원조하는 것

(d) 각국 정부의 요청 또는 수락이 있을 경우에, 적합한 기술적 원조 및 긴급한 때에는 필요한 조

력을 제공하는 것

(e) 국제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탁통치지역의 주민과 같은 특수한 집단에 대하여 보건상의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원조하는 것

(f) 역학 및 통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기술적 서비스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g) 전염병, 풍토병 및 다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

(h)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불의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i)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경제상 또는 노무상의 조

건, 환경 위생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는 것

(j) 건강의 증진에 공헌하는 과학적 및 전문적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

(k) 국제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약, 협정 및 규칙을 제안하고 권고를 행하며 이러한 

조약, 협정 규칙 및 권고 등으로 인하여 본 기구에 대하여 부과되는 의무 및 본 기구의 목적에 합치

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

(l) 모자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

(m)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특히 인간 상호 간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육성하는 것

(n) 보건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촉진하고 지도하는 것

(o) 보건, 의료 및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준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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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병원업무 및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예방 및 치료적 

견지에서 공중보건 및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및 사회적 기술을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

(q)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정보, 조언 및 원조를 제공하는 것

(r) 보건 관련 사항에 관하여 모든 민족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s) 필요에 따라 질병, 사인 및 공중위생업무에 관한 국제용어표를 작성하고 개정하는 것

(t) 필요에 따라 진단방법을 표준화하는 것

(u) 식품과 생물학적, 약학적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발전․확립하고 향상시

키는 것

(v) 일반적으로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

제3장
회원국 및 준회원국 자격

제3조

본 기구의 회원국 자격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제4조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본 헌장 제19장의 규정 및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본 헌장에 서명하

거나 또는 별도로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5조

1946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받은 국가는 본 헌장 제19

장의 규정 및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본 헌장에 서명하거나 또는 별도로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명 또는 수락은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제6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회원국이 되지 않은 국가는 제16장에 따라 승인된 국제연합과 본 기구 

간의 협정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보건총

회의 단순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회원국으로 인정된다.

제7조

회원국이 본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예외적 경우에, 보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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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회원국이 가지는 투표권 및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보건총회는 이 투표권 또는 서비스를 회복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

보건총회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는 영역 또는 영역 

집단에 대하여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회원국 또는 다른 통치권한이 동 영역 또는 영

역 집단을 위하여 신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보건총회에 파견되는 

준회원국의 대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권한을 갖는 자격 있는 토착주민 중에서 선정된다. 

보건총회는 준회원국의 권리․의무의 성질 및 범위를 결정한다.

제4장
기관

제9조

다음의 각 기관은 본 기구의 사업을 수행한다.

(a) 세계보건총회(이하 「보건총회」라고 칭한다)

(b) 집행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칭한다)

(c) 사무국

제5장
세계보건총회

제10조

보건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1조

각 회원국은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대표로써 대표되며, 동 회원국은 대표 중 1명은 수석대표로써 

임명한다. 대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권한을 가지며 자격이 있고, 가능한 회원국의 보건행

정관청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다.

제12조

대표는 교체대표 및 고문(顧問)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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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총회는 정기적 연례회기 및 필요에 따라 임시회기로 개최된다. 임시회기는 이사회의 요청 또

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14조

보건총회는 각 연례회기에서 차기 연례회기가 개최될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어서 이사회

는 장소를 확정한다. 임시회기의 개최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5조

이사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 연례회기 및 임시회기의 기일을 결정한다.

제16조

보건총회는 각 연례회기 초에 의장 및 다른 임원을 선정한다. 의장 및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재임한다.

제17조

보건총회는 자체의 의사(議事)규칙을 채택한다.

제18조

보건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b)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 회원국을 지명하는 것

(c)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

(d) 이사회 및 사무총장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활동․연구․조사 또는 보고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지도하는 것

(e) 기구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f) 기구의 재정정책을 감독하며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g) 보건총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 및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지도하는 것

(h) 국제 또는 국내기구,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기구 여하를 불문하고 본 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책

임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 대하여 보건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건총회 또는 그 권위 하에 소집

되는 위원회 및 회의의 회합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것. 다만 국내기

구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초청이 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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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연합의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신탁통치이사회가 행한 보건에 관한 

권고를 심의하고, 이러한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구가 취한 조치를 이들 기관에게 보고하는 

것

(j) 기구와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따라서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k) 기구의 자체적인 기관의 설치, 또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 회원의 공공 또는 비공공기

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를 촉진하고 지도하는 것

(l)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

(m)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제19조

보건총회는 본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협약 또는 협정은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요구되며,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국

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가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한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수락에 관한 절차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각 회원국은 취한 조치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 또는 협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불수락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각 회원국은 수락할 경우에 제 14장에 따라서 사무총장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제21조

보건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

(b) 질병, 사인(死因)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용어표

(c) 국제무역에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효력에 

관한 기준

(d) 국제무역에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광고 및 표시

제22조

제21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보건총회가 채택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에 전회원국에 대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통고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사무총장에게 거절 또는 유보를 통고한 회

원국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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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건총회는 본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
집행이사회

제24조

이사회는 34개 회원국이 임명한 34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선출하되 제44조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러한 임명권

한을 가진 회원국이 3개국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들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 분야

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

이러한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본 헌장에 대해 이사회의 회원을 

32명에서 34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최초로 개최된 보건총회의 회

기에서 선출된 회원국은 매년 각 지역기구에서 적어도 한 회원국을 선출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3년 임기보다 짧은 임기를 가질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2회 회합하고 각 회합의 장소를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자체의 의사(議事)규칙을 채택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보건총회의 결정 및 정책을 실시하는 것

(b) 보건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

(c) 보건총회가 위탁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d) 보건총회가 이사회에 부탁한 문제 및 협약, 협정 및 규칙에 의하여 본 기구에 부여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총회에 조언하는 것

(e) 보건총회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조언 또는 제안하는 것

(f) 보건총회의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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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특정기간 동안의 일반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보건총회에 제출하는 것

(h) 이사회의 권한 내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것

(i)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기구의 임무 및 재정적 지원 범위 내에

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천재지변의 희생자를 위하여 보건상의 구제 마련에 참가하며, 또한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이 그 긴급성

에 관하여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 연구 및 조사를 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는 보건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보건총회 전체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제7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본 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

보건총회는 보건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지명에 의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의 권한 하에 종속되며, 본 기구의 최고의 기술 및 행정관리이다.

제32조

사무총장은 직권상 보건총회, 이사회, 본 기구의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본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의 간사가 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여러 관청, 특히 보건행정관청

과 정부 또는 민간국내보건단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는 절차를 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또한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활동을 행하는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무총장은 항상 해당 지역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지역사무처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사무총장은 연례적으로 이사회에 기구의 재정보고 및 예산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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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무총장은 보건총회가 정하는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을 고용함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무국의 능률성, 청렴성 및 국제적 대표성이 최고도로 유지되도록 보

장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범위로부터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36조

기구의 직원의 근무조건은 가능한 한 국제연합 기타 기구의 근무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사무총장 및 직원은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일국의 정부 또는 기구 외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지시

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

간다. 기구의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이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존중하고 이

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8장
위원회

제38조

이사회는 보건총회의 지시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또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는 수시로,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년, 각 위원회를 계속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40조

이사회는 다른 기구와의 합동위원회 또는 혼합위원회의 창설 및 기구의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참

가, 그리고 이러한 다른 기구가 설치한 위원회에 있어서의 기구의 대표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회의

제41조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는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적, 일반적,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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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의 회의 및 국내기구인 경우에는 정부기구 

또는 민간기구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는 이러한 대표성에 관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제42조

이사회는 본 기구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기구의 대표를 파견하는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본부

제43조

기구의 본부소재지는 보건총회가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장
지역적 약정

제44조

(a) 보건총회는 지역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시로 정한다.

(b) 보건총회는 이와 같이 정한 각 지역 내의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의 특별한 필

요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역에는 하나 이상의 지역 기구를 두지 아니한다.

제45조

각 지역 기구는 본 헌장에 따라서 기구의 불가분한 일부가 된다.

제46조

각 지역 기구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사무처로 구성된다.

제47조

지역위원회는 당해 지역 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국제관계의 처리에 관하

여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준회원국이 아닌 당해 지역 내의 영역 또는 영역 집단은 지역위원회에 대

표를 파견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역위원회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 집단이 가지는 권리 의무의 

성질 및 범위는 이러한 영역의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는 회원국 또는 다른 통치 및 그 지역 

내의 회원국과 협의하여 보건총회가 결정한다.



부 록 497

제48조

지역위원회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회합하고 각 회합의 장소를 결정한다.

제49조

지역위원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50조

지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지역적 성질만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b) 지역사무처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

(c) 지역사무처에 대하여 기술회의의 소집을 제시하고,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당해 지역 내

에서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리라 생각되는 보건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사업 또는 조사를 제시하는 것

(d)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의 각 지역위원회 및 기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지역

적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

(e) 사무총장을 통하여 지역적 중요성보다 더욱 폭넓은 중요성을 가지는 국제적 보건 문제에 관하

여 기구에 조언하는 것

(f) 각 지역에 할당된 기구의 중앙예산의 비율이 지역적 임무의 수행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해 지

역 내 국가들의 추가적인 지역적 분담금 제공을 권고하는 것

(g) 보건총회,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지역위원회에 위임하는 기타 임무

제51조

지역사무처는 기구 사무총장의 일반적 권능에 예속되어 지역위원회의 행정기관이 되며 또한 보건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을 지역 내에서 수행한다.

제52조

지역사무처의 장은 지역위원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지역처장이 된다.

제53조

지역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과 지역처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54조

범미위생사무국으로 대표되는 범미위생기구, 미주위생회의 및 본 헌장의 서명일 전에 존재한 다

른 모든 정부간 지역적 보건기구는 점차적으로 본 기구에 통합된다. 이러한 통합은 관련 기구가 표

명한 권한 있는 당국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공동행동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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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예산 및 경비

제55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와 함께 보건총회에 제출한다.

제56조

보건총회는 기구와 국제연합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건

총회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회원국 간에 경비를 할당한다.

제57조

보건총회 또는 이를 대리하는 이사회는 기구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기부 및 유증을 수락하고 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부 또는 유증에 부대된 조건은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하고 기구의 목적 및 정책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58조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여 사용되는 특별자금은 긴급사태 및 불의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

되어야 한다.

제13장
표결

제59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60조

(a) 중요 문제에 관한 보건총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써 행한

다. 이러한 문제는 협약 또는 협정의 채택, 제69조,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라 기구가 국제연합 및 

정부간 기구와 관계를 갖는 협정의 승인 및 본 헌장의 개정을 포함한다.

(b)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의 추가적인 분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타 문제

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행한다. 

(c) 집행이사회와 기구의 위원회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표결은 동 조 (a)항과 (b)항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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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국가가 제출하는 보고서

제61조

각 회원국은 자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보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기구에 제

출한다.

제62조

각 회원국은 기구가 자국에 내린 권고와 협정, 협약,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제63조

각 회원국은 당사국에서 발행된 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규정, 공식 보고서, 통계를 기구에 즉

각 알린다.

제64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계 및 역학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65조

각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보건에 관련 실용적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15장
법적 역량, 특권, 면책

제66조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토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누린다.

제67조

(a)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토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책을 

누린다.

(b) 회원국 대표, 집행이사, 기구의 기술․행정 직원기구와 관련된 독립적 임무 수행에 필요함에 

따라 동일한 특권과 면책을 누린다. 

제68조

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협의와 회원국 간 협의가 된 법적 권한, 특권 및 면책은 기구가 마련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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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협의에서 정의한다.

제16장
타 기구와의 관계

제 69조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

다. 국제연합과 기구의 관계를 맺는 협약은 보건총회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요구된다.

제70조

기구는 바람직한 경우 타 정부간기구와 효과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긴 히 협력한다. 이러한 기구

와 맺게 될 공식적인 협약은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요구된다.

제71조

기구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안들에 관해 비정부국제기구와, 관련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비

정부국가기구와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적절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72조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 승인이 있을 때 기구는 그 목적과 활동이 기구의 권한 영

역 내에 있는 다른 국제기구나 기관으로부터 국제 협약이나 관련 기구 간 체결된 상호약정에 따라 

기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임무, 자원,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7장
개정

제73조

사무총장은 헌장의 개정안을 이를 검토하게 될 보건총회 개최일보다 적어도 6개월 전에 회원국들

에게 배포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채택되고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수용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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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해석

제74조

이 헌장의 중국어판, 영어판, 불어판, 노(露)어판, 스페인어판은 모두 동등한 원본으로 여긴다.

제75조

협상에 의해서나 보건총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헌장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나 논쟁은 관

련 당사자들이 별도의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법령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회부된다. 

제76조

국제연합 총회가 부여한 권한이나 기구와 국제연합 간의 협약에 따른 권한으로 기구는 기구의 권

한 내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7조

사무총장은 자문 요청으로 인한 법적 절차와 관련해 기구의 대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설 수 있다. 

사무총장은 법정에서 법적 문제에 관해 상이한 관점들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포함해 사안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장
발효(發效)

제78조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이 헌장은 그 서명과 수용에 관해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제79조

(a) 국가는 다음 방법을 통해 이 헌장 당사자가 될 수 있다:

(i) 승인에 관한 조건 없는 서명

(ii) 수락이 뒤 따르는 승인에 관한 서명

(iii) 수락

(b)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인 법률 문서를 공탁할 때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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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이 헌장은 제79조에 따라 26개 국제연합 회원국이 헌장 당사자가 될 때 발효된다.

제81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대표가 승인에 관해 조건 없이 이 

헌장에 서명하거나 수락에 관한 첫 법률 문서를 공탁할 때 이 헌장을 등록한다.

제8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헌장 당사국에 헌장의 발효일을 공지한다.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이 이 

헌장의 당사국이 될 때 그 날짜를 헌장 당사국들에게 알려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