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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은 예고 없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전염병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키곤 했는데, 14세기 페

스트로부터 20세기 스페인 독감과 다양한 신종 전염병, 21세기의 SARS, 조

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피해와 더불어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제기해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염병 문제는 더

욱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콜레라가 확산되던 시기

에 극대화되었는데, 이때부터 대외교류와 무역을 통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협

력은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의학기술의 수준은 여전히 일천했으며 

콜레라, 페스트, 황열, 천연두 등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요인도 명확

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검역 및 위생 체계가 개선되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염병을 둘러싼 국제협력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

여 오늘날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문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고 간주했던 전염병이 다

시 출현하기 시작했고, 항생제로 다스릴 수 없는 바이러스 또는 이전에 알려

지지 않았던 새로운 전염병까지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 HIV/AIDS의 등

장, 2001년 9 ․ 11 사태 이후의 바이오 테러리즘 우려, 2002년의 SARS와 인

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 등 전염병과 보건문제는 국제사회의 안녕과 평화

에 끊임없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적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배가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WH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보건관리 메커니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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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하 IHR로 약칭)의 변화

는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국제보건문제와 그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양

상을 드러내 주었다. 1969년에 제정된 IHR은 국가 간 보건협력에 있어 중심

축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2005년에 대폭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전환의 계기

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종 전염병의 출현,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제무역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화의 추세 이후 건강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문제해결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한층 보편적인 

“글로벌 보건거버넌스(Global Health Governance, 이하 GHG로 약칭)”를 

향한 움직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GHG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IHR로 대표되는 고

전적 국제보건협력의 특징을 논의하고, 21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새롭게 개정

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GHG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국제사

회의 대응과정을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GHG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어 제III장에서는 GHG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IV

장에서는 구체적 사례인 IHR의 역사적 기능과 더불어 그것이 2005년에 들

어와 개정되기까지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가를 다루고, 제V장에서는 이러

한 IHR 개정이 국제정치의 협력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 

의미를 함축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II. 기존의 연구현황과 이론적 논의

국제정치학에서 GHG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증가하기 시

작했다. 1990년대의 탈냉전기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안보 개념이 재정립되

었고, 그 일환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보건문제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SARS, 조류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등 21세기 초에 발생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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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의 위기로 말미암아 “국제보건안보(international health security)”라

는 별도의 어젠다가 수립되는 정도에 이르렀다(Youde, 2005). 국제보건위기

가 국가 간 외교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국제사회가 이러한 공동의 위기

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Heymann, 2003).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전염병 문제가 안보의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이어 신속한 초기 대응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공고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해 왔다(이상환, 2008; 이상환, 2009).

한편 세계화의 추세로 인하여 국제보건문제가 제기하는 위협도 점차 커지

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국제보건문제와 국제정치 사이의 접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어젠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

보 개념은 1994년 국제연합 개발프로그램(UNDP) 연례보고서에서 정립되었

는데,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핵심 내용으로 정

의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사회, 정치 등 7가지 영역

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였다. 협의의 인간

안보 개념은 생존을 위협하는 “특정 요인으로부터의 자유”인 반면, 광의의 

개념은 인간 개개인의 능력, 권리, 활동 등을 “실현할 자유”를 뜻한다. 전자

가 빈곤, 자연재해, 강제적 이동, 신체적 ․ 구조적 폭력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안보라면, 후자는 부(富)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 개개인의 능력, 권리, 활동 

등을 포함하는 최대한의 안보이다(이신화, 2006: 70-77). 국제보건문제는 협

의의 인간안보 개념에 속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보건위기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안보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경우 점증하는 국제보건위

기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문제

와 관련하여 수많은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관할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Lee, 2009). 따라서 국제보건

문제를 단순히 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안보 이슈로 다루는 것은 심각한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

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메커니즘을 GHG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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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GHG의 시각에서 국제보건협력을 논의하는 일은 정치학 뿐 아니라 국제

법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IHR이 갖는 

효력, 의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피들러

(David Fidler)의 논의를 기반으로 IHR의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더

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과 발전, 특징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IHR이 전염병과 같은 국제적인 보건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고안한 GHG의 중심 요소라고 보고, 효과적 대응조치를 모색하

기 위한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김성원, 2007; 이현조, 2006; 장신, 2007).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연구의 속성상 “법”과 “제도”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내부의 논의 과정, 개별 행

위자들 사이의 갈등 및 해결 메커니즘 등 국제질서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는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보건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GHG

라 불리는 거시적인 국제협력의 패턴을 만들어 왔다. GHG를 구성하는 행위

자의 유형과 숫자도 급증하였는데, 각국 정부, 연구 집단, 제약회사를 포함하

는 초국가기업, 자선단체, WHO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

위자들이 글로벌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관여하고 있다. GHG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보건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서 어떤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협상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가

를 주된 탐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

재한다. GHG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역

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따

르면, GHG는 “거버넌스”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집단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Fidler, 2002: 9). 

이 논쟁의 핵심에는 국제보건협력의 변화 속에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가 지탱해 온 주권국가의 이념이 과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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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1

이런 맥락에서 GHG에 내재된 소규모 다자주의 또는 배타적 이해관계의 

본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수평적 분권화가 가속화되었지만, 소수의 국제기구, 초국가기업, 그리고 강대

국들이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GHG가 세계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국가의 영향력

이 잔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2 그만큼 오늘날의 

GHG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뛰어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과 복합적인 이론틀

이 요구된다(Lee, 2009: 27-37; Ng and Ruger, 2011: 8-10). 이와 같이 

GHG의 다변화된 모습은 전통적인 국제협력의 프레임워크에도 큰 변화를 야

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

지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은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IHR 개정을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 과정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다양한 행위자

들이 동시에 관여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분산형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을 모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

라서 보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현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근

거로서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초국가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

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보건 

문제의 복잡성과 긴급성이 증가함으로써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겪는 한계를 부

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연계성이 어떻게 

 1. 데이비스(Sara Davies)는 GHG 개념만으로 국제보건협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
한다. WHO를 중심으로 한 전염병 감시체제가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급부상한 신종 전염병들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보건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감시 및 대응조치를 강화하도록 만들었
다. 선진국 이해관계를 반영한 “안보화(securitization)”의 노력을 통해 전염병 감시체
제가 발전되어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Davies, 2008: 298-302).

 2. 리치(James Ricci)는 새로운 GHG가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충
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전염병 등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제 공중보건사회”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국가”라는 행위자를 등한시할 
수 없다고 본다(Ricci, 2009: 10-15).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변화   109

강화되는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GHG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아울러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

정이다.

III.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의 역사적 배경

농경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눈에 띄지 않는 박테리

아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천연두, 임질, 선페스트, 말라리아 등과 같은 다양한 전염성 질

병들이 등장했으며, 중세의 십자군 원정으로 천연두와 홍역이 유럽에 확산되

면서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 14세기에 페스트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서유럽 

인구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때부터 여행과 선박의 항행을 통제하는 검역조치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McNeill, 1976). 15세기에는 베니스에 검역소가 설

치되었고, 16세기부터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증 제도가 확립되었다(Zacher 

and Keefe, 2008: 2-7).3 한편 신대륙과 유럽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치

명적인 질병들이 대륙 간에 대량으로 전파되었다.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은 티푸스와 이질 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전쟁에 참

가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거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18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세계적으로 유행한 콜레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

했다. 콜레라는 인도의 토착 전염병이었으나 이곳에 주둔하던 영국군과 무역

로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중동을 오가던 성지 순례자들과 

대 아시아 교역으로 인하여 유럽은 콜레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19

세기 초에는 콜레라가 인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중반에는 영국

 3. 당시의 보건증은 여행 출발지역의 대학에서 건강상태 및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형태
로 발행되었다. 각 도시에 대한 출입은 군대가 철저하게 관리했으며, 보건증 없이 다
른 도시를 출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Eager, 19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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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고 후반에는 러시아까지 콜레라가 맹위를 떨쳤다.4 당시까지만 하

더라도 콜레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공중위생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에 힘썼다. 그러나 국가

마다 공중위생의 기준이나 검역설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콜레라의 확산을 

제대로 저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개별적인 노력보

다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초국가적 전염병에 대처하

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Howard-Jones, 1975).

185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 

이하 ISC로 약칭)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ISC

는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오

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다

(Birn, 2009: 51-53). ISC가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

정이 국가별로 비준되어야 했는데, 40여 년이 지나도록 이 협약은 회원국 전

체의 비준을 얻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Howard-Jones, 1950: 1034). 뿐만 

아니라 검역조치로 인한 무역량 감소를 우려한 회원국들이 이 협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ISC를 통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에는 19세

기의 과학수준이 일천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 탐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콜레라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판명된 

것은 1893년에 들어와서였으며, 그 이전까지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염

병의 원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Howard-Jones, 1975: 48). 

 4. 19세기 이래로 콜레라의 확산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인도에서 시작하
여 버마, 싱가포르, 중국, 페르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시리아까지 확산되었고, 제2차는 
러시아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19세기 중반의 제3차는 인도, 중국, 페르시아, 유럽, 남아프리카로 퍼졌고, 제4차 대
유행은 인도, 메카, 터키, 북유럽, 아메리카, 서아프리카에서 기승을 부렸다. 19세기 
후반의 제5차 대유행은 인도, 이집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일어
났다. 마지막 대유행은 인도, 중동, 유럽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Dodgson and Lee, 2000: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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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국가들의 위생 및 보건정책은 정치적 ․ 행정적 ․ 경제적 ․ 지리적 요

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과학적 발견이나 전염병에 대한 지식은 

선별적으로만 채택되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보건정책을 추

진하던 19세기의 국가들 사이에 국제적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Baldwin, 2005: 524-540).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ISC의 역할은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

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전염병에 대한 표준 대처방안이 마련되었고, 인

적 교류와 무역의 증가에 따라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ISC에 대한 비준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

는데, 1948년에는 국가 간의 보건문제를 전담할 국제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로 약칭)가 설립되었다. WHO는 

국제보건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는데, 여기에는 ISC 

서명국들의 국내 비준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조항을 대상으로 산발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역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Stowman, 1952: 972).5 1951년 WHO는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 이하 ISR로 약칭)을 제정하여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위생협약들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신생 국가

들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보건협약을 만들고자 하였다

(Jacobini, 1952: 194-195).

이와 같이 ISR로 새롭게 거듭난 국제보건협약은 국제사회가 보건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통일된 규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별 국

가들은 이 규칙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검역과 전염병에 대한 감시조치를 수행

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 변화는 보건분야의 협력을 추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오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69년에 이르러 ISR은 국제보건규

칙(IHR)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로써 19세기 이래로 국가 간의 무역과 상호 

 5. 일례로 국제항공위생협약은 불과 29개의 국가만이 비준하였으며, 14개 국가들은 여
전히 1933년에 채택된 원래의 협약을 고수하고 있었고 일부 국가들은 유보조항을 무
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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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온 국제보건협

력이 WHO와 IHR이라는 체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제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0년대 초에 들어와 

WHO가 천연두의 근절되었음을 선언하면서 그 정점에 달했다. 이는 의학을 

포함한 생물학, 약학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힘입어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 백신, 그리고 다양한 치료제가 꾸준

히 개발 및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말라리아와 결핵 등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혀 온 전염병들을 하나씩 근절할 수 있었으며, 미생물학과 약리

학을 통해 국제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널리 확산되었

다(Stern and Markel, 2004: 1477). 1978년 WHO가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2000년까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구호가 제창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서막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보건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

회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 부채 위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건강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예산을 크게 삭감하였고, 이로 말미

암아 1980년대는 가히 “잃어버린 원조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보건 서비스는 관심과 예산의 부족에 시달리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다(Chan, 2012). 이런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들이 

새롭게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

로운 전염병들이 출현하면서 1970년대 이후 WHO를 중심으로 한 낙관론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Fidler, 1997: 780-781).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국제보건위기들은 국제사회의 생존에 또 다시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게 

되었고, 기존의 IHR 협약을 새롭게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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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로벌 보건거버넌스로서 국제보건규칙의 역할과 한계

1. 국제보건규칙의 성격과 한계

1969년 WHO가 제정한 IHR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글로벌 차원에서 

보건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국제 보건거버넌스의 구성

원들은 IHR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수립해 왔

는데, 이는 IHR 제정 당시 국제 교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핵심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

시 말해 개별 국가들이 일방적인 보건조치를 남발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지장

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거 국제보건협력의 정신을 그

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IHR의 근본 취지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

하고 치료한다는 1차적인 목표보다 그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원활한 국제 교

류를 유지한다는 2차적인 목표에 더 치우쳐 있었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

었다. 전염병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배경에는 자유로운 국제적 이

동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더 큰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IHR은 전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회원국들이 WHO에 대한 고지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보건협력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었다. IHR 부록 제3조를 보면, 회원국들이 전염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WHO에 고지해야 하는 관련 조항들은 무려 31가지에 이른다. 그만큼 전염

병의 감시와 고지 부분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의무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고지와 관련한 조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IHR에서 규

정한 질병이 자국의 영토에서 발병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은 24시

간 이내에 WHO에 통보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에서는 발병 시 해당 국가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WHO에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IHR은 근대국

가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권(sovereignty)”의 상당한 부분을 잠식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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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

한편 IHR은 무역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콜레라에 관한 규

칙 제62조를 살펴보면, 콜레라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보건당국은 승

객이나 승무원을 5일 이내에 감시 및 격리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음식, 배설

물 등을 처리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IHR, 1969: 31). 이처럼 IHR에서는 

페스트, 콜레라, 황열병 등 각각의 질병 특성에 따라 별도의 대응 조항을 지

정하였다.6 또한 제23조에서 제49조에 걸쳐 입출국 및 화물 검역에 관하여 

보건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나열하였다. 제36조 1항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항구, 공항, 기차역 등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화물과 운송수단들에 대

해 보건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제34조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선박에서 하선한 승객이나 선원들에 대

하여 어떠한 차별적 보건조치들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

써 이러한 검역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또한 영토를 통

과하거나 그 영토를 목적지로 하는 비(非)감염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이나 승

무원에 대하여, 또는 격리조치(measures of segregation)가 이루어지는 국가

의 영토를 통과하려는 환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이처럼 IHR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들이 평상시의 무역이나 인적 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항들

을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초기의 IHR이 검역조치와 관련한 규정들을 세

세하게 설정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임의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은, 당시 IHR의 합의가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는데 있어 상당히 수동적

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IHR 개정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6. ISR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병, 두창, 티푸스, 회귀열을 대상으로 했으나, 초기의 IHR

은 콜레라와 두창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질병을 다루고 있었다. 한편 1973년에 이루
어진 IHR 개정과정에서는 콜레라가 제외되었고, 1981년에는 두창이 제외되면서 최
종적으로 세 가지 질병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IHR, 1969: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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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이 자의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강조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록 IHR의 존립 

근거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

으로 이것이 활발한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취지는 교역의 중

단이나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진국들의 관

점에서 더욱 시급한 것이었다. 결국 IHR이 국제협력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유한 나라들 또는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소수의 합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세계화의 추세와 국제보건규칙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IHR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 보건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IHR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제사회의 신

뢰를 잃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규범체계가 과연 새로운 보건문제를 해

결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Velimirovic, 

1976: 478-479). 나아가 IHR이 국제보건협력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리하여 초기의 IHR은 국제 보건거버넌스 내에서 더 이상 효과적인 규범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개별 회원국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요

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IHR이 변화하는 국제교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20세기 말 GHG가 직면한 시대적 변화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제 보건환경에 질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이해의 폭

이 넓어지고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의학 분

야에서 초기 ISC에서 보인 열악한 수준을 넘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

고,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국제 물류와 이동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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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상호의존은 “세계의 한쪽 귀퉁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Rosenau, 1995: 13-14). 이제 지역 차

원의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보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세계화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조차도 이메일이나 자본의 흐름

만큼 빠르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Brundtland, 

2003: 417).

이처럼 급증하는 국제적 이동과 교류는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20세기 초

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극적인 변화가 보건 분야에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

고 있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보건(health)”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새롭

게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HR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국제보건협력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질병들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도했으며, 그 이외의 보건문제들에 대해서는 별

로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보건문제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건 개념이 단순한 “질병의 부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환경, 빈곤 

등의 범위에 걸친 사회적, 환경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

다. 이에 더하여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 유형으로 제시된 “인간 안보”의 개

념은, 보건 문제가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

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20세기 말에 들어와 IHR의 국제법적 속성에 대한 

성찰이 이어졌다. 국제적 질병의 확산에 대한 최대한의 안보를 확보함과 동

시에 교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IHR의 두 가지 목표는 서

로 모순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제 공공보건을 더 중시할 경우 교류 

및 무역에 상당한 제약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IHR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무역 관련 법규와 양립 가능한 실천방안을 확보하는 일이 중

요했다. 말하자면 “보건”과 “교역” 사이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가 IHR 규범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처럼 초기 IHR의 법적 위상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기초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규범의 실효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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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dler, 2005: 333-338).7 

또한 IHR의 제 조항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분야의 현실과 문제점들

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염성 질

병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었음에도 IHR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질병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빠른 속도로 출몰, 확산하는 전염성 질병들을 효과

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보건 분야에서 “신종 전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으로 불리는 새로운 위험요소들도 IHR의 한계를 노정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8 첨단의학과 기술이 발전한 20세기 후반에도 새로운 

전염병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보건 프레임워크가 취약하다는 사실

은 IHR을 중심으로 한 보건규범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을 가져오게 되었다. IHR의 전염병 감시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었는데, 전염병 발발 시 자발적으로 WHO에 통보할 의무가 모든 회

원국에게 부과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무역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해당 

국가들이 통보의무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컸다.9 이처럼 전염병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발병 사실을 신속하

기 인지하거나 대응조치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10

 7. 1980년대 이후 국제보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고전적인 국제협력의 현실적응력이 얼
마나 부족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IHR 안에 내재되어 있던 과거의 인식과 충돌하면서 고전적 레짐이 종식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IHR은 국제적인 교류와 교역의 원활한 소통에 무
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점증하는 여러 가지 국제보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8. 인도에서 발병한 페스트,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에볼라 출혈열, 1980년대 HIV/AIDS

의 등장은 1995년 새로운 IHR 개정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사례였다(Mack, 

2006: 366). 콜레라는 현대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치사율이 1~2퍼센트 수준으로 감
소하였으나, 1990년대에 변형을 거쳐 다시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Zacher and Keefe, 2008: 54-57)

 9. 1994년 페스트가 발병했던 인도의 경우, 국제사회에 발병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전염
병 발생기간 동안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Cash and Narasimhan, 2002: 

1362). 또한 1991년 자국 내 콜레라 발병 사실을 WHO에 고지한 페루의 경우, 국제
사회의 과도한 규제조치로 인하여 커다란 무역 손실을 입은 바 있다.

10. 몇몇 IHR 조항은 모호하게 명시됨으로써 회원국들의 신고 의무를 묵과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모호한 조항을 자국에 유리하게끔 해
석함으로써 자국이 취한 보건조치들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곤 했다(Taylor, 1997: 

1349-1351). 이러한 특징은 WHO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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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WHO 회원국들이 자국 내의 전염병에 대하여 과도한 보건조치

를 취했다는 점도 IHR 체제의 한계로 꼽힌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회원국

들로 하여금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도한 보건 조치들을 취하도

록 만들었다. 사실 회원국들이 과도한 보건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WHO

가 이를 규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었다. 또한 전염병 문제와 관련하여 WHO

나 IHR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 차원의 불신감도 컸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IHR에 명기된 보건조치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

를 남발하곤 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IHR은 개별 국가에 대하여 보건규범을 

준수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별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회원국이 준

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범으로서 IHR의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

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환경, 인권,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유형의 국제규범과 제도들이 구축되기 시작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IHR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국제레짐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간주

되었고, 다양한 보건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규범과 제도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V. 국제보건규칙의 개정과정과 국제협력의 확대

1. SARS의 발발과 국제보건규칙에 대한 영향

IHR의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2003년에 발생

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로 약칭)은 IHR의 개정절차를 가속화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최초의 

SARS 감염 사례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으로 5명이 사망하고 305명이 감염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반 위에 존립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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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발병 사실을 WHO에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초

기에 SARS의 발병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했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중국 정

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급속히 확산된 SARS는 홍콩, 하

노이, 토론토, 싱가포르 등지로 퍼져 나갔고, 그 사이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다행히 WHO 감시체계와 국제사회의 신속한 공조 덕분에 추가

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제보건협력의 구조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SARS 사태는 IHR 개정 노력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먼저 국제사

회가 국제적 전염병 감시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는데,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전염병 감시체계를 보다 

확충해야 하며, 그 핵심 프레임워크로서 IHR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일이 시

급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SARS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한 나라라도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국제사회

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글로벌 전염병 감시대응체계(Global Outloo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이하 GOARN으로 약칭)”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Heymann, 2004: 1128- 

1129). 전염병 감시체계가 취약할 경우, 사람들의 적응력도 더욱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무역 및 여행 제한조치가 강화됨으로써 국가 간

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Bishop, 2005: 1222).11

사실 IHR 개정작업은 회원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더디게 진행되

어 왔다.12 1998년 5월 합의를 목표로 논의되던 IHR 개정안이 난항을 거듭

11. 사실 SARS는 기존 IHR 규범에 따라 WHO에 신고해야 할 질병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발병 사실을 WHO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Katz and Fisher, 2010: 8).

12. 원래 이 개정작업은 1995년 WHO 회원국 결의안 48.7을 통해 제안되었고, 전문가들
의 검토를 통해 국제적으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질병의 경우 WHO에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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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으로 합의 일정이 점차 지연되었다. 

개정이 계속 미루어진 데에는 정치적, 기술적, 법적 어려움들이 혼재되어 있

었다. 특히 IHR 개정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거의 1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 국제보건규범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

문에 그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Fidler, 2005: 349). 다른 국제관계의 영

역과 마찬가지로 보건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레짐을 개

편하는 데에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다양한 국가나 행위자들

의 반발 또는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SARS와 같은 긴급한 질병 확산사태는 협상의 교착상태를 

깨는데 큰 동인을 제공했다. SARS의 발발 이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이하 WHA로 약칭)는 IHR의 개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

작하여 2004년 1월에는 개정안 초안이 가시화되었다(WHO, 2004a).13 

WHO는 이 초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별 논의절차에 회부하였

다(WHO, 2004f).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5월 IHR 개정안이 최종 합

의되었다(WHO, 2005). 이로써 거의 10여년을 끌어 온 IHR 개정은 결국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지연되다가 SARS로 대변되

는 긴급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의해 합의에 가속도를 붙이게 된 것이었다.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폭넓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고지 대상 질병의 리스트를 확대한 개정안 초안이 1998년에 마련되었는데, 국
제무역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IHR의 초기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
에 개정 작업은 쉽지 않았다.

13. 2004년의 IHR 개정안 초안은 기존의 IHR과 주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먼저 공공보건위기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리스트가 늘어났는데,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이 질병으로 간주되었다(WHO, 2004b: 6).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회원국들
의 고지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변화였다(Gostin, 2004: 2625). 

아울러 국가별로 WHO와 연락을 담당할 IHR 국가대표기관들이 정부기관과 별도로 
지정되었으며, 보건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WHO, 2004b: Ann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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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협상과 정치적 관계

IHR 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는 고

지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사로서 

공중보건 긴급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

하 PHEIC로 약칭)”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PHEIC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될 경우 

IHR 자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질병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IHR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나라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특정 목록을 PHEIC에 포함시킬 경우 그렇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IHR을 둘러싼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

다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IHR 개정안 부록 3은 “긴급위원회

(Emergency Committee)”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WHO 사

무총장이 현장에 투입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Advisory Panel)을 소집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요청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긴급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을 논의한 후 해당 사건이 PHEIC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IHR 초안 부록 10에 언급된 “검토위원회

(Review Committee)”는 IHR자문단 및 여타 기구의 자문단 중에서 사무총

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IHR의 기능을 검토 및 감시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총장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하거나 

WHA에 조언을 제공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절차에 관여한다. 이처럼 

자문단 및 긴급위원회와 검토위원회는 PHEIC를 판별 및 감시 기능을 담당

한다는 점에서 IHR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WHO, 2004d; WHO, 

2004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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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IHR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로서 비(非)국가행위자들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뉴질랜드는 비공식적인 출

처에서 나온 정보들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는데, 이를 통해서 공

공보건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WHO, 

2004e). 이에 반해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불분명한 출처에서 유래

한 정보가 근거 없는 루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WHO가 한 국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거나 통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공식 국가기관에서 제시

한 정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개정된 IHR에 포함

된 국가들의 “필수능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쿠바와 도미

니카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 그리고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은 IHR이 요구하는 필수능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개진하

였다. 특히 사모아는 PHEIC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

하기 힘든 국가들에 대하여 WHO가 지원을 제공하거나 선진국에 비해 유연

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HO, 2004h).15

또 다른 논쟁점은 IHR이 여타 국제기구나 국제 협정들과 상충되지 않으

면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기존의 IHR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협정들과 기구들이 IHR 개정안과 

부분적으로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16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은 IHR과 기존의 협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기 위

14. 특히 검토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출되는지, IHR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WHO가 특정 국가에 PHEIC 지정을 결정하기 이
전에 해당 국가가 검토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15. 스위스는 IHR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반 시설, 기술적 노하우 등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도움과 인적 자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발도상
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제약요인들을 별도로 다루기 위한 추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WHO, 2004i: 4).

16. 동물보건기구(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 
다양한 국제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의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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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개정된 IHR 

규정에 따라 WHO가 PHEIC 여부를 조사하거나 연구를 위해 파견한 전문

가 집단에 대하여 개별 국가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도 논란

의 대상이 되었다. IHR 개정안 제8조 3항에서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중

보건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당국

은… 필요에 따라 WHO가 적절한 통제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조사단의 현지 연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HO 

관계자들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

원국들의 주권 침해문제와 맞물려 쉽사리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IHR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혼란이 반복되

었는데, 이러한 제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역별 회의에서 상당한 합

의가 이루어졌음에도 WHA에서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

로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2001년의 9 ․ 11 사태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야기된 현상이었다. 2004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은 국가 내부의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에 대해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는 점을 명시하였다(Finlay, 2009: 5). 

이로 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IHR 협상과정에 상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결과 WHO 회원국이 자국 내에

서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인자의 국제 유출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하

고 판별하기 위하여 WHO에 관련 정보, 물질, 샘플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

항이 포함되었다(Fidler, 2005: 356-357). 미국 등 국제연합 안전보장위원회

의 일부 국가들은 이 문제를 WMD 확산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해당 

조항이 IHR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최종 합

의안 제7조에서는 PHEIC를 야기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WHO에 모든 관련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IHR 최종안은 그 

논의과정에서 기존 질병 인자에 관한 명확한 기준 대신 테러와 관련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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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를 포함하도록 바뀜으로써 WHO의 순수한 취지가 정치적으로 왜곡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도 IHR 개정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

기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적극 주장하면서 대만의 독자적인 국제

기구 가입을 반대해 왔다. 대만은 1997년부터 WHO에 가입하고자 노력했지

만 그때마다 좌절되곤 했는데, SARS 발병 이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대

만이 WHO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표출하였다.17 

이에 대하여 WHO는 SARS 발병 이후 대만의 즉각적인 통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해당 자료를 며칠 동안 지연시키거나 대만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

는 등 비우호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Chien, 2003). WHO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온 정치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이라는 국제 교통의 허브를 국제적인 전염병 

감시 체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전염병 감시체제에 큰 결함이 생길 수 있

음을 의미했다.

이상과 같이 2004년의 개정협상 과정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은 WHO 회

원국들이 국제 보건상의 위기들을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불가피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

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

보건문제의 심각성은 이처럼 초기의 GHG를 적극 개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GHG가 천연두나 황열병 등과 같은 일부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소수의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국가 간 거버넌스였다면, 2004년 이후의 

GHG는 PHEIC와 같은 포괄적 이슈를 거버넌스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국제

무역기구(WTO), 국제연합,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여러 국제기구와 비

(非)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

17. 일부에서는 대만이 수백만의 인구가 드나드는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WHO

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SARS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전 세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이 WHO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대만은 자치권을 갖는 
중국의 한 지방일 따름이며 주권을 갖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Shen, 200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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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 주권이 침

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우려하기도 했으

나, WHO의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SARS와 같은 새로운 보건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제협력의 강화에 동참하게 되었

다. 

VI.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내용과 이론적 논의

1.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의 특징

2005년 최종적으로 합의된 IHR 개정안은 총 66개 조항의 본문과 9개의 

첨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IHR에서 규제하는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특정 전염병을 고지대상으

로 지정하는 대신 국제 보건위협을 초래하는 모든 질병을 감시 및 규제의 대

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PHEIC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위험 수준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공중보건 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공

조를 통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 사건”으로 규정되었다.18 이러한 

PHEIC 개념을 통해 새로운 IHR은 특정한 질병사례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

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유연한 판단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나아가 복잡

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공공보건 상의 수많은 위기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

서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IHR이 WHO 회원국들로 하여금 필수적 능력을 갖추

18. 이 규정에서 “공중보건 상의 위험”이라 함은 국제적인 확산이나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해(危害)를 통해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
미한다. 또한 “사건”이라 함은 “질병의 증상 혹은 잠재적으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발병상태”를 뜻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질병”이란 그 기원이나 출처와는 
상관없이 인류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
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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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전의 IHR에서는 개별 회원국들

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항구나 국경검문소 등 

출입통제 지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공공보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했다

(Fidler and Gostin, 2006: 88). 그러나 개정된 IHR에서는 출입통제 지점뿐

만 아니라 감시와 대응조치에 있어서도 개별 회원국이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감시와 고지조항에 관련된 능력을 

IHR 개정 5년 이내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특정한 사유

가 있을 경우에만 2년의 유보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조건은 단

기간 내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능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

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큰 부담이 되었다.

한편 IHR 개정안은 회원국마다 전담기관(focal points)을 규정함으로써 개

별 국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

해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HR 제4조 2항은 전담기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를 대표하여 WHO와 긴급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국 내의 감시, 보고, 출입통제 지점, 공중보건서비스,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IHR 개정

안에서 “비공식적 정보”를 감시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과거와 대

비되는 차이점이다. 즉 국가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제공된 정보도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SARS 

위기 시에 중국정부의 비(非)협조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정보 교환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Heymann and Rodier, 

2004). 이와 같은 비공식적 정보의 이용은 WHO의 전염병 감시체계에서 국

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고지의무 이행도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IHR의 개정은 국제보건협력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WHO의 권한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WHO는 IHR 제12조에 의거하여 PHEIC를 

판별한 권한을 가지며, 이것이 확정될 경우 제15조와 제16조에 의거하여 회

원국들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임시적 또는 상시적 권고를 제안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 회원국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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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들이 이러한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WHO가 과학적,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보건조치

인지, 무역 제한과 인권 사이에서 어떻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

단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공공보건레짐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Fidler and Gostin, 2006). 전염병이 지

닌 초국가적 전파력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WHO의 권한은 앞으로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IHR 개정은 이전 체제와 달리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 도입함으로

써 국제 공중보건 상의 위협에 대하여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2

년 동안에 빠른 속도로 합의에 도달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 국제환경이 눈

에 띄게 바뀌면서 질병으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려는 성향

이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2005년 개정된 IHR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문제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전의 IHR과 달리 

복잡한 보건위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Taylor, 1997: 1347-1348). 그리하여 새로운 IHR에서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예방, 보호, 통제 및 국제보건조치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제교통

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이전과

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IHR, 2005: Foreword). 이러한 변화는 신

종 전염병과 같이 점증하는 위협요인들을 다루기 위해 이를 철저하게 감시, 

추적, 관찰하는 적극적인 대응태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개정된 IHR은 국제 보건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전과 달리 <표 

1>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게 되었다. IHR 개정 전후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

나는 대상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있다. 과거의 IHR이 한정된 수의 

전염병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데 비해, 개정된 IHR은 PHEIC라는 폭넓은 대

상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전염병 감시체제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별 회원국의 국내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초기의 IHR은 국제무역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위생이나 국내 보건정책에까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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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야 1969년의 국제보건규칙 2005년의 개정안

질병의 범위 - 콜레라, 페스트, 황열병 - PHEIC 및 특정 질병

발병국 고지의무
- 해당 국가가 WHO에 24시간 

이내 고지

- 해당 국가는 WHO에 48시간 이내에 

고지대상 여부 확인, 대상 확인 시 

24시간 이내 고지

국가 역량 요건
- 출입통제 지점에서 행사하는 

검역과 통제 능력

- 질병에 대한 검역, 통제 능력 뿐 아니라 

질병을 발견, 보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 

포함

통신방식
- 팩스나 전보를 통해 WHO와 

연락

-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WHO 

지역사무소와 상시 연락

감시체제의 요건
- 지정된 질병이 의심되는 

국제화물이나 국경에 한정

- 출입통제 지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공중보건 요건

거버넌스의 특징 - 투명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투명하며, 모든 과정을 

여론에 공개

<표 1> 국제보건규칙의 비교: 1969년과 2005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IHR의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주의가 두

드러졌는데, 이는 점증하는 국제 보건위협에 대하여 WH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만큼 IHR의 개정은 여러 가

지 면에서 과거의 보건레짐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2. 국제보건규칙 개정의 정치적 함의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거쳐 합의에 도달한 IHR 개정안은 효과적인 질병 대

응체계를 위한 다양한 규범과 실천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감시체제의 

프레임워크로서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IHR 프레임워크가 현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IHR이 국제 보건문제를 해

결하는데 있어 점진적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여전히 국제 보건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05년의 IHR 개정

은 글로벌 차원의 공공 이슈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레짐들이 상황의 변화

에 맞추어 적응력을 향상시키면서 제도적 변화를 도모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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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힌다. 이는 지난 수백 년간 국제체제의 핵심적인 원리로 정착해 온 국가주

권의 개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고 평가할 수 있다.

IHR이 국제보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점은 

21세기 초반에 경험했던 SARS 등 여러 전염병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09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H1N1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2007년 발효된 IHR

의 역량을 시험할 첫 번째 시금석이었다. 개정된 IHR은 그 대응과정에서 과

거의 IHR과 달리 효과적인 절차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하게 문제

를 해결하는 역량을 입증했다. H1N1 발병 사실이 확인되자 멕시코 정부는 

WHO에 해당 사실을 즉각 고지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에 대한 과

도한 보건 및 검역조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몇몇 국가들이 지나

친 수준의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IHR이 요구하는 내용

을 준수하려는 자세를 견지했다(Katz and Fischer, 2010: 5-6).

IHR 개정을 중심으로 한 GHG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러한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기회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 뿐 아니라 국제기구, NGO, 초국

가기업 등이 GHG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IHR의 

개정은 국가 행위자 사이의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행위자들 사이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또

는 국제기구의 차원을 넘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동시에 관여하는 분산형 정

책결정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IHR 개정을 둘러싼 GHG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선 WHO와 여타 국제

기구와의 관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실 WHO가 GHG의 핵심적인 주

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충분한 기금, 국제적 위상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Davies, 2010: 4). 하지만 WHO의 현 상황은 그리 좋

은 편이 아니다. WHO가 국제연합 산하기구로서 개발프로그램(UNDP), 아

동기금(UNICEF), 인구기금(UNFPA) 등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활동 및 

지원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제연합 개별 회원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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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개발은행들이 원조기금을 통해 GHG

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HIV/AIDS 

및 폐렴 퇴치기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은 1990년대

에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Davies, 2010: 48). 백신과 치료약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어 온 세계무

역기구(WTO) 역시 신자유주의의 분위기 아래 자유무역 전통을 선호함으로

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보건 분야의 격차를 메우는 일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Cockerham and Cockerham, 2010: 132-138).

국제기구와 더불어 GHG의 폭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주체로서 

비정부기구(NGO), 자선기금, 초국가기업 등 여러 유형의 비국가 행위자들을 

꼽을 수 있다. 비정부기구에는 수백 개 이상의 단체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

서도 인도주의적 재난구호 단체인 적십자(Red Cross), 자발적인 현장대응기

관인 국경 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빈곤층을 위한 공동체 

파트너십인 국민보건운동(PHM)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과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 등은 대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백신개발과 질병통제에 기여해 왔다. 민간 차원에

서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기업들도 제3세계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갈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Zacher and Keefe, 2008: 84-95; Cockerham and Cockerham, 

2010: 138-143).

이상과 같이 IHR 개정작업을 둘러싼 GHG의 변화는 오늘날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메커니즘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글로벌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IHR의 개정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해법으로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과 마

찬가지로 주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cInnes, 2012: 139-140). 그리하여 

보건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는 전통적인 수준을 넘어 지구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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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하나의 안보이슈로 격상됨으로써 보건안보

(health security)라는 정치적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러한 변화는 긴급한 사안을 둘러싼 인식의 제고가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레

임워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심리적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hannon and 

Kowert, 2012; McDermott, 2004; Goldgeier and Tetlock,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IHR에 내재되어 있던 몇 가지의 한계점들이 

새로운 IHR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WHO가 효율적으

로 국제보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능력과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

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IHR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빈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WHO 체제 내에서 국제무역에 

연관된 사안을 다룰 경우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공공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에 따라 국제보건문제를 재단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

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에 있어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장벽들은 IHR이 국제보건

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된 IHR은 국제보건협력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IHR을 중심으로 한 GHG가 여전히 개별 국가

들의 역량과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WHO

가 국제적인 보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는 점은 분명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

원의 제약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전염병에 대하여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WHO가 회원국들에게 IHR의 준수

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IHR이 효율적으로 국제

적 보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I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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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IHR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전염병 대응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메커니즘이 투명하고 공평하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규범이 회원국들

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지금의 GHG도 과거의 IHR이 겪었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보건협력 메커니즘이 회원국들이 신뢰를 확보하

지 못할 경우 IHR을 준수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

국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해당 사실을 WHO에 고지해야

만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나치게 크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당하게 배분된다고 생각할 경우 전염병 고지를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결국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협력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상대적으

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정치적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

토가 절실하다. 오늘날의 국제보건협력체제가 여전히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휘둘린다면, 회원국들의 협력체제를 통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이미지

에 손상을 가져오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할 것이다. WHO가 운영하고 있는 GOARN도 강대국들이 전염병 감시체

제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

은 사시하는 바가 크다(Davies, 2008: 308-313). 물론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 이외에도 수많은 행

위자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GHG의 작동 메커니즘

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IHR을 준수

하더라도 그 혜택이 선진국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인식이 개발도상국 사이에 

확산된다면,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지닌 이들 국가들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국제협력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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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는 말

이상에서 IHR의 역사와 개정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GHG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의 IHR 개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GHG의 역사적 배경, 

내부 동학, 그리고 국제협력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19세기 

이래로 보건 분야에서 국가들 사이의 보건협력은 미미한 수준에서 출발했지

만, 20세기에 들어와 WHO라는 본격적인 전담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IHR을 

제정하면서 바야흐로 “글로벌 보건거버넌스(GHG)”라는 가시적인 국제정치

의 흐름을 구축해 왔다. 특히 IHR의 개정은 그 동안의 국제협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추세와 그로 인한 보건위협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적 요구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단일 국가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의 문제를 하나의 “안보” 과제로 인

식하면서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세기의 국제보건협력으로부터 1969년 IHR을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협력체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GHG는 전통적인 웨스트팔리아 체

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주

권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WHO

를 비롯한 여하한 국제기구나 레짐도 개별 회원국의 관할권에 개입할 수 없

었다. 초기의 IHR이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국가 중심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강대국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 역시 전통적인 GHG의 효과를 반

감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전염병에 대한 검역조치와 규제가 국가들 사이의 

교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건협력에서 

사실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바로 2005년의 IHR 개정이었다.

예측을 불허하는 보건환경의 변화는 1990년대의 세계화 추세와 발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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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속화되었고, 글로벌 차원의 보건위협은 21세기에 들어와 오히려 심각

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2002년의 SARS 사태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

의 GHG 체제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촉발시켰고, 지지부진하던 

IHR 개정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는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 인권,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문은 IHR의 개정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심층 진단하였

다. 물론 GHG가 국제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

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한 전통적인 국가의 영향력은 GHG를 비롯

한 다자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GHG

가 갖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GHG는 미래의 국제사회가 처한 수많은 문제를 다

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유형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사례로서, 전통

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메커니즘과 글로벌 차원의 통합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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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in 2005 represented a 

new sta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hallenge of complex and diversified 

health threats. The IHR had become the pivot of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before it changed it face through revision in order to respond to new challenges in 

the new era of globalization. In this sense, the revision of the IHR symbolized a new 

type of Global Health Governance (GHG). A more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global health threats and the need for a more universal approach 

beyond the conventional state-centric one. The paper introduces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GHG and the features of it around the IHR. It also discusses why 

and how it would be chang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will lead to the general 

argument about the nature of GHG in terms of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e 

study of glob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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