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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 이기일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 화상 참석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20일(월)~21일(화)간 주요 20개국
(G20)「보건 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욕자카르타)‧
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
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였다.
☞

< 붙임 : 회의개요 참고>

※ 우리측은 사전 녹화영상 송출

□ 6월 20일 개최된 보건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프로토콜)의
조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허브) 확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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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적시 공유의 중요성,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
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 )를
통해 국가 간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변이 발견과 백신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

* 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유행 및 팬데믹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신속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비영리기구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며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진 결핵 대응과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

**

* 원헬스(One-Health): 사람의 건강은 동물 및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나가는 전략
**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세균 등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능력이
생겨 생존 혹은 증식되는 것으로 감염질환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를 총칭
-

이기일 제2차관은 결핵 등 기존 감염병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성에 공감하며,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등을 소개하였다.

- 2 -

□ 6월 21일 개최되는 재무‧보건합동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마련 및 재무-보건 분야의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

*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감염병 대응, 국제 식량문제 대응 등
공공분야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시스템

○ 이기일 제2차관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간 보건위기에 대한 인식공유와
긴밀한 협력 없이는 보건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재무-보건 분야 간 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효율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구조(거버넌스)
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 G20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발전시켜 국제
보건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보건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장관회의｣는 두 차례 개최
되며, 2차 회의는 각각 10월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
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2022년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 합동장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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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 개요

 G20 회의 개요

○ (배경) G20은 "Group of 20 Countries 주요 개국 모임 "의 약어로, 세계 인구
2/3, GDP 8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분야 최상위 협력체
(

20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1999년부
터 연례 개최)가 정상회의로 격상

보건장관회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7년 의장국 독일 부터
G20 보건장관회의 개최 금년 회차
- (재무보건 합동회의) 보건 및 재무 당국 간의 협력이 보건 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19년의장국 일본 부터
재무보건합동회의 개최 금년 회차
- (

(

(

○ (참석자) ①G20 회원국

(19+EU)

6

4

(

:

)

(

:

)

)

)

및 ②초청국 보건장관, ③국제기구 등
(10)

(10)

- ① 회원국 : G7(美, 日, 英, 佛, 獨, 캐나다, 이탈리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 호주), 기타(아르헨티나, 사우디, EU)
- ② 초청국(9) : 스페인(상시초청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ASEAN 의장국), DR 콩고(AU 의장국), 르완다(NEPAD 의장국),
앤티가 바부다(CARICOM 의장국), 피지(PIF 의장국)
- ③ 국제기구(10) :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보건기구(WHO), 이슬람개발은행(IsDB),
아시아개발은행(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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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1차 보건장관회의 및 제1차 재무보건 합동회의 개요
① 제1차 보건장관회의

○ (일시‧장소) 6.20.(월),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대면 또는 화상)
○ (주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을 위한 글로벌 보건체계 재구축
*

* Prevention, Preparedeness, and Response

○ (배경)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대응수단에 대한 국가 간 접근
격차, 불충분한 정보공유 등 현행 글로벌 보건체계의 한계 노정,
글로벌 보건체계 재구축을 통한 미래 감염병 대비 필요
○ (회의일정)
※

현지시간
◾ 회의 준비

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 2시간)

내용

참석자 등록 / 사전연습(화상 참석자 대상)
7:00~9:00
양자면담 시간
수석대표 사진촬영
◾ 개회식
-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환영 말씀
9:00~10:45
- 개회사(이탈리아, 인도)
- 기조연설(WHO 국장, CEPI CEO, OECD 사무총장)
◾ 세션1 : 의제토론
☞ (주제) ①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 ②국경 관련
프로토콜 기준의 조화, ③글로벌 생산 및 연구 허브 확장
-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모두 말씀
10:45~12:00
- 회원국 토의
- 국제기구 및 초청국 토의
12:00~13:00
점심 시간
◾ 세션2: 부대행사 관련
☞ (주제) ①결핵, ②원헬스, ③항생제내성(AMR)
-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모두 말씀
13:00~14:30
- 회원국별 토의
- 국제기구 및 초청국 토의
◾세션3: 마무리
- 세션 정리
14:30~16:15
- 마무리발언(이탈리아, 인도)
-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마무리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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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차 재무보건 합동회의

○ (배경)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글로벌 보건재원 격차 완화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성기구 마련 및 재무-보건 분야 간 원활한 협력 필요
○ (일시‧장소) 6.21.(화),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화상)
*

* G20 보건장관회의와 back-to-back으로 진행
** 보건장관 대면(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또는 화상/ 재무장관 화상

○ (주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을 위한 재원 마련
*

* Prevention, Preparedeness, and Response

○ (회의일정)

※

현지시간

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 2시간)

내용

◾ 개회식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보건부 장관 환영 말씀

19:00~19:10

◾ 세션1: 프레젠테이션

☞ (주제) ①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PPR)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
②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마련
- (의장)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19:10~19:40
-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 (의장)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19:40~20:40
- 회원국별 토의
- 초청국 및 국제기구 토의
20:40~20:55
휴식 시간
- (의장)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20:55~21:55
-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 토의 지속

◾세션2: 마무리
21:55~22:00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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