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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WHO는 글로벌 보건이슈에 있어 보건복지부

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협력기구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WHO 논의동향 파악 및 대응은 중요

하게 여겨진다. WHO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한국 

보건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들 역시 WHO를 통해 국제

사회에 공유되고 있다. 

최근 WHO에서는 전통적인 감염성 질환 및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대

응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과 같

이 회원국 공통의 이슈이거나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웤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이

슈들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

화, 기후변화 등과 같이 횡절적이고 다분야적 접

근이 필요한 이슈들도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국제적 대

응을 요구하는 보건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글로벌 보건 이슈 논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

상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원고에서는 지난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보건 이

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세계보건총회

세계보건총회는 약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

하는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보건 정책 

결정, 집행이사국 선출, 재정감독 및 예산심의 승

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년 5월 제네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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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다. 세계보건총회에서는 WHO가 우선순

위를 두고 있는 사업 영역인 보편적 의료보장, 국

제보건규칙, 의약품 접근 증대, 사회·경제·환경

적 결정요인,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다양한 의제

들이 매년 1월에 개최된 집행이사회를 통해 상정

되어 논의되며, 그 결과 국제 보건 정책 방향 및 

전략들이 수립 및 시행된다.

이번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30 지속

가능한 보건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에 따라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기조연

설을 통해 ‘One WHO’ 가치 하에 WHO 개혁

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최근 경험한 에

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 전반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

력의 필요성과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폴리오, 말라리아, HIV/AIDS 등 새

천년 개발목표 달성에의 성과를 강조하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다분야적 접

근,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한국 

역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각국

의 노력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를 언급하였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각 국가 수

석대표의 연설 이후 세계보건총회는 총 47건의 

보건이슈들을 A 위원회, B 위원회에서 논의하였

다. A 위원회에서는 WHO 개혁, 비감염성 질환, 

생애주기 건강증진, 준비, 감시 및 대응, 감염성

질환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B 위원회에

서는 재정, 회계 감사, 인력, 관리, 보건 시스템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각 영역별 논의된 이

슈들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원고에서는 글로

벌 보건 이슈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으므로 A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B 위원회에서 논의

된 이슈 중 보건 시스템 역시 추가적으로 살펴보

았다. 

표 1. 제69차 WHO 총회 A 위원회와 B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 리스트

의제 번호 의제명

COMMITTEE A

10  개회(부의장 및 조사위원 선출)

11

WHO

개혁

11.1  WHO 개혁 이행 진행 보고

11.2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회원국 논의

11.3  비정부주체 참여방안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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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번호 의제명

12

비감염성

질환

12.1 모성, 영유아 영양

12.2 아동기 비만 근절 위원회 보고

12.3 폭력에 대한 글로벌 액션 플랜 초안

12.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2018년 제3차 만성질환 관련 UN총회 고위급회의 준비

12.5 WHA와 WHO FTCT 간 시너지효과 제고

12.6
2016년 개최 세계 마약 문제(Drug Problem) 관련 UN 총회 특별 세션 포함,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공 

공보건적 측면

12.7
2011-20 도로안전에 대한 UN 10개년 계획의 장애요인 대응 : 

도로안전에 대한 제2차 고위급회의 결과

13

생애주기

건강증진

13.1 보건 관련 새천년 개발목표 성과 모니터링

13.2 2030 개발 의제 중 보건 분야

13.3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에 있어서 글로벌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

13.4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노년 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플랜 초안

13.5 보건과 환경 :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로드맵 초안 

13.6 화학품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의 역할

14

준비,

감시,

대응

14.1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이행

 - IHR 이행 연례 보고

 - 에볼라 대응에 있어 IHR의 역할에 대한 검토위원회 보고

14.2 대유행 인플루엔자 준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와 백신에 대한 접근

14.3 두창 박멸 : 천연두 바이러스 파기

14.4 항생제 내성 글로벌 실천 전략

14.5 소아마비

14.6 심각한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한 WHO의 대응

14.7 이민자 건강 증진

14.8

2014년 에볼라 발생 

 -  2014년 에볼라 발병과 사무국의 대응 관련 보고 업데이트 

 -  진단·예방·치료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및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이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WHO의 역량 강화 

14.9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WHO 개혁 

15

감염성 질환

15.1 글로벌 보건 전략(2016-2021) :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15.2 글로벌 백신 실천계획

15.3 Myce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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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번호 의제명

COMMITTEE B

18 개회(부의장 및 조사위원 선출)

19 동예루살렘 및 골란고원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보건 현황 

20

재정

20.1 2015년 통합 사업·예산보고서(15년 12월 31일 기준) 

20.2
2016-17년 사업예산 

 - 전략적 예산 배분 

20.3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및 미납 회원국(WHO헌장 제7조) 

20.5 평가(Scale of assessments)

21
회계
감사

21.1 외부 감사 보고

21.2 내부 감사 보고

22

인력

22.1 인적 자원 : 연례 보고

22.2 국제공무원위원회 보고(ICSC)

22.3 WHO 직원 규정 및 규칙 개정 

22.4 WHO 직원 연금 위원회 대표 임명 

23

관리

23.1 부동산: 제네바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 

23.2 WHO 사무총장 선출 절차

24 UN 기구 및 기타 정부 내 기구와의 협력 

16

보건

시스템

16.1

보건인력과 서비스

 - 2030 보건의료인력 국제전략 초안

 - 환자 중심의 통합된 보건의료서비스 프레임워크 

16.2
연구개발 전문가 자문 워킹그룹(CEWG) 보고 후속조치: 재정과 조정

 - 회원국 자유토론(open-ended meeting) 보고 

16.3 부정불량의료제품(SSFFC)

16.4 의약품 부족과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가능성

17

진행

보고

A 메디나충증(dracunculiasis) 박멸

B 요오드결핍증 제거 노력 지속 

C 포괄적 치료 차원에서 완화의료 강계회화 

D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여: 건강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각분야의 지속적 행동 

(8차 건강증진 국제 컨퍼런스 후속) 

E 생식 건강 : 국제적 개발목표와 타켓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F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건강개입과 기술 평가

G 필수 의약품 접근

H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및 질·안전성·약효 보장 

I WHO의 보건 연구 전략  

J 다언어 사용: 액션 플랜의 이행 



제69차 세계보건총회를 통해 본 주요 보건이슈 논의 동향  |  107

3. 제69차 세계보건총회의 주요 보건 이슈 

가. WHO 개혁

2011년부터 WHO는 프로그램, 거버넌스 및 

관리 영역 3차원에서의 조직 개혁을 실행하고 있

으며, 개혁의 진행상황을 매번 집행이사회 및 총

회에 보고하고 있다.2) WHO 개혁 주제와 관련하

여 전반적인 개혁 이행 사항, 거버넌스 개혁에 대

한 회원국 자문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개혁 촉진

을 위한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웍이 논의되었

다.3) 우선 전반적인 개혁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혁에서의 상당한 진전과 달리 거버

넌스 및 관리(managerial)개혁이 더디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적이 있었다. 

WHO는 다양한 내부 메커니즘(Global Policy 

Group, category networks, programme area 

networks 등)을 통한 조직적 학습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평가, 감사, 퍼포먼

스 분석을 통해 배운 경험 등이 공유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술협력, 재정지원 등 민간의 WHO 

활동 참여 시, 민간단체의 성격에 대한 평가 후 

참여의 위험도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웍은 몇 년 동안 지속적

으로 집행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동

안 민간의 참여확대와 시행 상의 융통성 부여를 

주장한 유럽 국가들과 엄격한 절차상 규제를 통

하여 민간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남미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회원국 

재정지원 한계로 비정부주체 기여금이 WHO 재

정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 

없이 WHO 활동이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회원

국 간 합의가 도출되어 몇 년 간의 논의 끝에 이

번 총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비정부주체 참여 

프레임웍 결의안’4)이 통과되었다. 

나.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영역에서는 모성, 영유아 영양, 

아동비만 근절 위원회 보고, 폭력에 대한 글로벌 

액션 플랜 초안,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세

계보건총회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간 시너지 효과 제고 등 총 7개의 주제가 다

루어졌다. 총회에서 논의된 주제에서 드러나듯

이 만성질환 관리 및 대응에 초점을 둔 주제와 더

불어 비만, 흡연 등과 같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까지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보면, ‘모성 영유아 

영양’ 의제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에 대한 

종합 이행 계획(2012년)의 진척상황, 모유 대체 

2) A69/4 Overview of reform Implementation 내용 참조. WHO 개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WHO 홈페이지 참조(http://

www.who.int/about/who_reform/WHO_Reform_map_2015.pdf?ua=1).

3) WHO 개혁 중 관리 개혁에 대한 내용은 B 위원회에서 WHO 인적자원 관리(인력 구성 및 인력 운용 절차), 정보관리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4) WHA69.10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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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에 

대한 각 국의 이행 현황, 영양 프로그램 정책 개

발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에 대비한 리스크 평가, 영

유아용 식품의 부적절한 광고 중단에 대한 지침 

초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모성 영유아 영

양을 위한 10년 행동계획’과 ‘영유아 대상 부적

절한 식품의 마케팅 근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5)

‘아동비만 근절 위원회 보고’ 의제에서는 위원

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6)과 권고 이행을 

위한 아동기 BMI 데이터 확보, 아동기 비만에 대

한 국가적 목표 설정 등 회원국의 조치와 책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어린이 당류 섭

취량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추가적 조치로 당류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집

단 등이 동참하고 있음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비감

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2018년 비감염성 질

환 관련 제3차 UN 고위급 회의 준비’ 안건에서

는 글로벌 전략 2013-2020에서 제시하는 9개의 

자발적 목표치의 성과가 논의되었으며, 흡연과 

음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다. 생애주기 건강증진

생애주기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보건관련 새천

년 개발목표 성과 모니터링과 2030 지속가능 개

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하 SDGs)에서의 보건,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

에 있어서 글로벌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노년 달성을 위

한 다각적 노력: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

략과 플랜 초안, 보건과 환경 등 6개 이슈들이 논

의되었다.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천년 

개발목표와 2030 SDGs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

로, 아동 및 청소년, 노인과 같이 특정 생애주기

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보면,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2030 SDGs 달성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보편적 의

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건강기능 강화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7) 또한 2030 SDGs는 횡절

적이고 다분야적 협력을 요구하는 만큼 보건 문

제에 있어 다자간 국제협력과 다른 UN 기구와

의 협력에의 WHO의 강력한 리더쉽이 촉구되었

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SDGs 달성을 위해 

5) WHA69.8 Decade of Action on Nutrition, WHA69.9 Ending inappropriate promotion of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6) 건강한 식품 섭취 촉진 등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실시,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 통합 

및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7) WHA69.1 Strengthening essential public health functions in support of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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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만

성질환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SDGs 달성 아젠다에 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SDG 178) 달성을 위해 WHO와 협력하여 1차 보

건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프레임웍인 ‘Roadmap: 

Healthy Systems-Healthy Lives’를 런칭하기도 

하였다.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에 있어 글로벌 전략 

실행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회원국은 글로

벌 전략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이 포함된 결의안

을 지지하였으며, 그 결과 결의안이 통과되었

다.9) 일부 국가들은 지역 간 역량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글로벌 전략 실행에서의 각 국가의 책

임의식 고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 

개발, 보건과 복지의 협력적 실천 방안, 노인 인

구의 수요에 맞춘 보건시스템 조정과 가정·지역·

시설 장기요양보호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목표

가 담긴 2016-2020 전략 목표와 실천계획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16-2020 노화 및 보

건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계획 결의안’이 회

원국들의 지지로 채택되었다.10)

라. 준비, 감시 및 대응

준비, 감시 및 대응 영역에서는 2015년 에볼

라 발생에 대한 WHO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에볼라 유행 등으로 인한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WHO의 

역할 및 기능 제고, 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건위

기개혁(Health Emergency Reform)’을 중심으

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대유행 인플

루엔자 준비와 더불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글로벌 실천 전략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에볼라 대응에서의 실패로 언급된 것들은 국제

보건규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행이 부족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보건규칙

의 완전한 이행이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통

해 국제 공중보건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은 국제보건

규칙 이행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WHO의 합동 

외부 평가도구(IHR 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WHO 

조직 전반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 WHO’라는 기조 아래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범부처적 협력, 전반적인 공중보건 위

기 상황 공동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건 위기 

관리에 대한 WHO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다. 보

  8)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재활성화

  9) WHA69.2 Committing to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Strategy for 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

10)  WHA69.3 The global strategy and action plan on ageing and health 2016-2020: towards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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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기 개혁은 신종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

축, 국제보건규칙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역량 강

화, 공중보건위기 상황 정보관리 및 위기분석, 긴

급상황실 운영 등을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보건

위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건위기 관리에 대한 WHO의 개혁안에 대한 명

확한 사무국, 사무총장 및 지역사무처장의 리더

쉽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한국 역시 역량과 목표 간 차이와 우선

순위 확인, 글로벌 보건안보 차원에서의 이해관

계자 간 협력 증진 및 적절한 재정공급 모델 선택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에 따른 실

험실, 감시 역량,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능

력, 제약 산업과의 협의, 동반자 기금, 유전자 서

열분석 데이터에 대한 동향보고 등이 이루어졌

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 글로벌 실천 전략’ 

의제에서는 항생 내성균의 신규 발생 또는 기존 

내성균의 전파·유행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글

로벌 공중보건위기로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보건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

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항

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책임감과 협

력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 주제에서는 2016-2021 글

로벌 보건전략, 글로벌 백신 실천계획, 균종

(Mycetoma)의 3개 이슈가 논의되었다. 구체

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보면, WHO의 역할과 

UNAIDS의 다분야 전략,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2030)의 보건 관련 목표를 반영하는 글로벌 보

건 분야 전략(2016～2021)은 HIV/AIDS, 바이

러스성 간염, 성매개질환에 대한 전략 초안을 포

함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글로벌 보건전략 실

행에 있어 국가간 성취도 및 지식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백신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의 글로벌 백신실행계획 평가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고서에서

는 글로벌 백신행동계획 및 지역백신행동계획

과 일치하는 국가연례백신계획 수립, 보건부, 기

재부 및 관련 부처는 매년 모니터링 절차 마련

과 더불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인 조직에서의 모니터링 시행 등 목표 달성을 위

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각국의 백신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백

신의 접근성(accessibility), 가격(cost), 유효성

(availa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고

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R&D에 대한 투자 및 중·

저소득국가의 역량 강화, 재정 확보 등을 언급 하

였다. 

바. 보건시스템 

보건시스템과 관련하여 2030 보건의료인력 

국제전략 초안, 환자 중심의 통합된 보건의료서

비스 프레임웤, 부정불량의료제품, 의약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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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가능성

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보건 시스템의 이슈

들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및 전 생애 건강증진

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데 특

징이 있다. 

우선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및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환자의 필요에 따라 긴밀하게 응답하는 의료시

스템 구축의 필요성 역시 논의되었다. 그 결과 

‘보건의료 인력 글로벌 전략: workforce 2030’

과 ‘환자 중심의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 프레

임워크’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로 채택되었

다.11) 그리고 부정불량 의료제품과 관련해서는 

부정불량의료제품 발생에서의 접근성, 가격 적

절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 증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국 및 지역차원의 질 

관리,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정불량의료

제품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회원국들

은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필수의약품의 공급부족과 

품절이 증가하고 항생제, 마취제, 화학요법제 등 

다양한 의약품 공급 실패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의약품 또한 제

한적인 임상시험 결과, 어린이 의약품을 허가하

는 규제기관의 역량한계 등으로 인하여 공급부

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다수의 회

원국들은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족과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한 ‘세계적인 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대

응’ 결의안과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혁신 촉진 

및 품질, 안전성, 유효성, 적정가격에 대한 접근’ 

결의안이 채택되었다.12) 

4. 나가며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비정부주체 참

여 프레임웍’ 등을 포함한 총 25개의 결의안

(Resolution)과 ‘WHO 보건위기관리 개혁’ 등 

19개 결정(Decision)이 승인되었다.13) 특히 에볼

라 사태 이후 향후 WHO는 물론 각국에서 공중

보건위기에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

로 대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 바이러

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외에도 항생제 내성, 글로

벌 백신 실천전략 등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WHO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통해 경험한 것

11)  WHA69.19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 WHA69.24 Strengthening integrated, 

people-centred health services.

12)  WHA69.20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quality, safe, efficacious and affordable medicines for children, 

WHA69.25 Addressing the global shortage of medicines and vaccines.

13)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된 결의안과 결정사항들은 WH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apps.who.int/gb/ebwha/

pdf_files/WHA69/A69_DIV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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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보건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항생제 내성은 한 국가가 아닌 모든 회원국이 

대응해야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One Health’ 

라는 차원 하에, 국내에서도 환경, 농업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세계보건총회의 주제이기도 한 

SDGs와 관련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이 중요

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미 일

부 선진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의 자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

시 단기간 내 건강보험제도 등을 통해 보편적 의

료보장 체계를 구성한 만큼, 국제 사회에서 전략

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대한 논의에 참

여할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보건문제

에 대한 다분야적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과 

환경, 도로안전 등과 같은 분야로 국제 보건의 논

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보건 당국 역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보건 의제에 대한 대응 역

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