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보건문제에관한
연구계획수립
(WHO agreed on a research agenda
on climate change and public health)

세계보건기구가 소집하고 스페인 보건부가

주최한 기후변화와 보건문제에 관한 전문가 회

의가지난10월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렸다. 이

번 회의에는 세계 보건 기구 및 관련 UN 기관,

공여국대표들과80여명이넘는기후변화및보

건분야전문가들이참여했으며, 기후변화가보

건문제에미치는 향에대해연구근거에기반

한대응체제를구축하기로합의하 다.

지난10년간, 기후변화는점점더인류에위협

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왔으나, 기후변화가 보건

문제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받지못하 다. 실제로기후변화와보건

문제의관계에대한논문의수보다대기오염에

관한논문의수는약8배, 흡연에관한논문수는

약40배많다.

이번계획은또한2009년 12월코펜하겐에서

열리는15번째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Parties(COP15) 에서세계정상들이충분한연구

근거에기반하여관련문제를논의하도록하기

위한목적도수반한다. 코펜하겐회의에서세계

정상들은교토프로토콜을잇는새로운세계기

후협약을맺을예정이다.

이번계획에따른5가지우선연구분야는다

음과같다.

보건에 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및추세

의반 - 예를들어, 경제발전, 세계화, 도

시화, 의료및건강위해요소에대한노출

빈도의불평등.

직/간적접인 향- 기후변화가건강에미

치는단기적인 향에대해서는알려진바

가많다. 그러나아직까지장기적인변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뭄의 증가, 민물 자원의 감소, 인구 이동

과관련된문제등. 

단기적인대책들의효과성비교- 이미많

은국가들이폭염과홍수등과같이기후변

화와 관련된 보건 위해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기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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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효과성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다.

타 분야의 정책들이 보건 문제에 미치는

향평가- 예를들면, 바이오 연료사용

의 촉진이 식량 보장 및 양결핍에 미치

는 잠재적인 부정적 향, 지속가능한 에

너지 및 운송 정책이 보건에 미치는 긍정

적인 향등.

기후변화가보건에미치는 향에대처하

기위한공중보건시스템의강화.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년 10월 8일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

news/releases/2008/pr36/en/index.html

세계보건상황에관한
새로운연구보고서발간
(New study presents state of the
world’s health)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보건 상황을 종합적

으로검토하고, 지역별로비교한새로운보고서

를 발간하 다.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를 종합

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2004년 기준, 지역

별, 연령별, 성별, 국가소득별에따른사망, 질병,

상해의 비교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인별,

지역별질병부담및 사망에관한 2030년까지의

전망치도포함한다. 

이번 보고서는 10대 사망 원인을 제시하고

130여개가넘는질병및상해원인에대해평가

하 다. 이중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전세계적으로, 말라리아혹은에이즈때문

에사망하는어린이10명중9명, 설사와폐

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전 세계 어린이의

50%는아프리카에살고있음. 

저소득국가의 5대 사망원인은 폐렴, 심장

병, 설사, HIV/AIDS, 뇌졸중순이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심장병, 뇌졸중, 폐암, 폐

렴, 천식/기관지염순서로조사됨. 

15~60세사이의남성은같은연령그룹의

여성보다 사망 위험률이 더 높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함. 이는 주로

폭행및분쟁등의상황에서발생하는상해

와 여성보다 높은 심장병 발생율 때문. 남

녀간의이런차이는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연안, 중동, 동유럽지역에서두드러짐.

장애로인해야기되는가장큰문제는우울

증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50% 정도 더 심

각한것으로나타남. 알코올의존성과알코

올 오·남용 문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장애발생 10대 원인 중 하

나로분류됨.

이번연구에포함된내용은다음과같다.

전세계지역별사망원인

연령별, 성별, 질병별주요사망원인

질병별, 장애별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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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질병발생/감염수

건강상실원인및상실된건강생활년수: 장

애보정생존년수 (DALY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를이용하여계산되며, 1

DALY는건강생활년수1년상실과같다.

세계보건기구 2008년 10월 27일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

news/notes/2008/np11/en/index.html )

비보험아동의부모중상당수는
직장보험에가입
(Many uninsured kids have parents
with insurance)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되어있지만자신은어떠한종류의건강보험에

도가입되어있지않은미국아동의수가2백만

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부모들이 수천달러의 비용부담 때문에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그

부모또한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을것이

고, 부모가보험에가입되면아동도그혜택

을받게될것이라는것이지금까지미국사

회의통념이었다. 그러나이번연구를살펴

보면, 대부분의경우부모들은직장을통해

낮은비용혹은무상으로보험에가입할수

있지만, 이들이가족을추가가입시키는것

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중8백1십만명, 즉11 퍼센트가건강보험에가

입되어있지않았다.

이들 중 28퍼센트인 2백 3십만 명은 부모가

한쪽이나양쪽모두보험에가입된경우 다. 이

들의대다수는저소득및중간소득가정이다. 

- 미국전체인구의경우에는, 전체3억명중

4천5백7십만명, 즉약 15.3 퍼센트가보험

이없다.

또한, 부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편부모 가정이나 히스패닉계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보험이없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

다. 지역적으로는남부와서부가취약하다. 

이번연구는미국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 Agenc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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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발표한

2002~2005년데이터를기반으로진행되었다.

Reuters 2008년 10월 21일

(원문링크: http://www.reuters.com/article/

healthNews/idUSTRE49K6PW20081021)

금융소외계층을위한지원프로그램실시
(Launch of Financial Inclusion
Champions) 

국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는금융소외계층을돕기위해1천2백

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 다. 

“Financial Inclusion Champions project”라고

불리는 이번 계획은 기존의“now lets talk

money”캠페인을토대로하며, 금융소외계층들

에게안전한저축방법, 은행계좌, 금융조언, 주

택 가재도구 보험(home contents insurance) 및

대출한도등과같은기본적인금융서비스를제

공하는것을목적으로지방정부, 사회주택임대

사업자(social landlords) 및 다른 주요 파트너들

간의공조를통해실시될예정이다.

특히, 국 재무부는 국 내 105,000명이 넘

는 금융소외계층들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신용조합이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 대출을 해주

는Growth Fund(4천6백5십만파운드이상)를운

용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Financial

Inclusion Champions Project”도 재무부와 노동

연금부의협력을통해기획되었다. 

Champions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기존의 금

융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것 이외에도 파트너들

과의협력을통해, 접근성이떨어지고이들이소

외되어져 왔던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Champions 프로젝트는 기존의 now let’s talk

money 및 Growth Fund 와 함께 Financial

Inclusion Taskforce의 1억2천만 파운드를 통해

재정 지원된다. Financial Inclusion Taskforce의

다른 프로젝트로는 기업규제개혁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에서 전담하는 지역별 일대

일 금융 상담(4천7백5십만 파운드), 법률서비스

위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에서 운 하

는구제시범프로그램(6백만파운드) 등이있다. 

국,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년 10월 20일

(본문링크: http://www.dwp.gov.uk/media

centre/pressreleases/2008/oct/hse107-

211008.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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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양성진단결과2,000여명
통보되지않아
(Nearly 2,000 carrying HIV in Chile
were not notified )

칠레의공공보건시스템에의해HIV 양성진

단결과를 받은 사람들 중 적어도 512명이 결과

를통보받지못했고, 추가적으로민간 역서비

스에서통보받지못한사람도1,364명에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신임 보건부 장관은 국회보고에서, “보고된

과반수이상의경우에서검사후어느누구든환

자에게 연락을 취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얼마 전 칠레 북쪽 Lquiqui에 위

치한한병원이10명이넘는환자에게HIV 양성

결과를통보하지않았고, 이중2명이AIDS 합병

증으로사망한사건이보도된후알려지게되었

다. 이로인해당시보건부장관은사임하 다.

신임장관은 이번 사건 중 몇몇은 National

AIDS Commission 과 보건부 사이의 업무조정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전반적으

로전염병관리에문제가있음을시인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에고에 위치한 Central

Metropolitan Health Service도 HIV 양성 통보를

받지못한기관소관의107명의환자에대해원

인조사에들어갔다. 

칠레에는 약 40,000명의 사람들이 HIV 감염

사실을모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년 11월 14일

(원문링크: http://www.iht.com/articles/2008/11

/14/america/14chile.php)

Global Social Security Today >>> 91

Global Goings-on

칠 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