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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보건규약 이행을 위한 합동외부평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주재신, 송인명, 곽진, 박옥
보건복지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TF 지영미*
*교신저자: jeey62@korea.kr, 043-719-8400

Joint external evaluation to enhance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mplementation
Division of Risk Assessment &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 Emergency Operations, CDC
Chu Chaeshin, Song Inmyung, Gwack Jin, Park Ok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Task Fo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ee Youngmee

The 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was conceptualized in 2016 to enhance WHO IHR core capacities of member states. JEE is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 WHO plans to implement JEE in 60 member states each year. As of December 31, 2016, 28
membe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completed JEE and 60 member states requested WHO for JEE by the end of
May 2017. On November 2016, the Republic of Korea (ROK) applied to take JEE in 2017. It has been agreed that JEE for ROK will
take place during August 28-September 2. Since multisectoral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is critical for the JEE
process, close communications and meetings are planned for completing self-assessment of the JEE tool and the JEE process.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질병의

관련 국제기구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2005년 제58차 총회에서

국제전파를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은

IHR(2005)을 채택하였고, 이 IHR(2005)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제4차 WHO총회에서 국제위생규약을 채택하였다. 1969년 제정된

발효되었다 [1].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하 IHR) 이후은

IHR은 회원국이 공중보건 사건을 감지, 평가, 신고하는 역량을

1973년, 1981년의 개정에 걸쳐서 기존 6개의 검역감염병을 황열,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에는 감시와 대응이

페스트(plague), 콜레라 3개로 축소하였다. 이후 WHO는 1980년

포함되어 있다. IHR에 따라 회원국은 매년 자국의 역량을 평가하여

감염병 중 유일하게 두창 박멸을 선언하였다. 1995년 제48차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2012년 WHO 총회는 회원국들이 IHR(2005)

WHO총회에서는 국제무역 및 여행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 구하였다 [1]. 2014년

기타 공중보건위협 등을 고려하여, IHR을 대폭 개정하였다. WHO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의

2003년 SARS 글로벌 유행을 계기로 1995년 규약을 회원국,

등장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으로 회원국의 핵심역량 평가가

www.cdc.go.kr

334

주간 건강과 질병•제10권 제14호

전적으로 자기평가에 의존되는 점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데이터 및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WHO지역사무처에

GHSA는 신종감염병, 항생제내성, 생물테러 등 국제공중보건위협을

이 보고서를 현장평가 1개월 전에 자국 데이터 및 자료와 함께

다분야 대응(multisectoral response)을 위해 2014년 4월 14일에

제출한다. 해당 WHO지역사무처에서 선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족한 국제협의체로 3개 분야(Prevent, Detect, Respond)의 11개

외부평가단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예를 들어,

행동계획(Action Package)으로 나누고 참여국의 공중보건위협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의

대비·대응 상태를 점검하 는 평가도구 를 개발하고 6개국의

수의역량평가(Performance of Veterinary Services, OIE PVS)를

시험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는 GHSA선도그룹 10개국에

활용하여 평가대상국을 방문하여 평가대상국의 전문가들과 토론,

포함되어, 제2차 GHSA 고위급회의를 2015년에 개최하고 3개의

현장방문, 회의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국 방문 후에 외부평가단은 각

행동계획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WHO는

지표별 평가대상국의 현황을 취약점, 장단점 분석, 개선권고사항

GHSA의 11개 행동계획 평가도구에 8개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등을 포함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2016년에 GHSA-WHO 합동외부평가도구(Joint External Evaluation

관련 국제기구 및 재단과 공유하여 대상국의 이행노력에 대한

Tool, 이하 JEE tool)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적 지원(재정지원 포함)과 연결하도록 한다 [3].

평가를 받게 하였다 [3].

JEE평가는 19개 항목 지표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JEE의 목적은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회원국의 IHR(2005)

1점은 해당 역량이 없는 것이고 5점은 해당 역량이 이행되고

핵심역량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최초의 평가점수가 이후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훈련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회원국 핵심역량 이행정도의 기준이 된다. 평가는 회원국의

각 지표별로 점수를 측정하고 지표별 세부 기술 질문(technical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며, 외부전문가와 회원국의 다분야 전문가들이

questions)은 지표별 점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평가는

참여하고, 데이터와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하며, 평가결과는 대중에게

서술형과 정성형으로 실시된다. 평가대상국은 대응방안 외에도 관련

공개한다 [3].

증빙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방안과 증빙문서가 외부평가 점수를

JEE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를 받는 회원국은 JEE
tool에 있는 19개 평가항목 지표에 대한 자기평가보고서를 자국의

확정하기 위해 논의된다. 최종보고서는 평가점수 외에도 현재의
역량, 취약점, 보강할 부분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한다 (Table 1).

Table 1. Joint external evaluation indicators and scores [4]
Element

Indicator

P.1.1 Legislation,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quirements, policies or other government instruments in plance
are sufficient for implementation of IHR
National Legislation, Policy and
Financing
P.1.2 The state can demonstrate that it has adjusted and aligned its domestic legisla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to enable compliance with the IHR(2005)
IHR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Advocacy

P.2.1 A functional mechanism is established for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relevant se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IHR
P.3.1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detection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P.3.2 Surveillance of infections caused by AMR pathogens
P.3.3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HCAI)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P.3.4 Antimicrobial stewardship activities
P.4.1 Surveillance systems in place for priority zoonotic diseases/pathogens

Zoonotic Disease

P.4.2 Veterinary or Animal Health Workforce
P.4.3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zoonoses and potential zoonoses are established and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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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Food Safety
Biosafety and Biosecurity

Immunization

Indicator
P.5.1 Mechanisms are established and functioning for detecting and responding to foodborne disease
P.6.1 Whole-of-government biosafety and biosecurity system is in place for human, animal, and agriculture facilities
P.6.2 Biosafety and biosecurity training and practices
P.7.1 Vaccine coverage (measles) as part of national program
P.7.2 National vaccine access and delivery
D.1.1 Laboratory testing for detection of priority diseases

National Laboratory System

D.1.2 Specimen referral and transport system
D.1.3 Effective modern points of care and laboratory based diagnostics
D.1.4 Laboratory Quality System
D.2.1 Indicator and event based surveillance systems

Real Time Surveillance

D.2.2 Interoperable, interconnected, electronic real-time reporting system
D.2.3 Analysis of surveillance data
D.2.4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s

Reporting

D.3.1 System for efficient reporting to WHO, FAO and OIE
D.3.2 Reporting network and protocols in country
D.4.1 Human resources are available to implement IHR core capacity requirements

Workforce Development

D.4.2 Applie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in place such as FETP
D.4.3 Workforce strategy

Preparedness

R.1.1 Multi-hazard 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R.1.2 Priority public health risks and resources are mapped and utilized
R.2.1 Capacity to activate emergency operations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R.2.2 Emergency Operations Centre operating procedures and plans
R.2.3 Emergency operations program
R.2.4 Case management procedures are implemented for IHR relevant hazards

Linking Public Health and
Security Authoriti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R.3.1 Public Health and Security Authorities (e.g. Law Enforcement, Border Control, Customs) are linked during a
suspect or confirmed biological event
R.4.1 System is in place for sending and receiving medical countermeasures du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R.4.2 System is in place for sendding and receiving health personnel du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R.5.1 Risk Communication Systems (plans, mechanisms, etc.)

Risk Communication

R.5.2 Internal and Partner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R.5.3 Public Communication

Points of Entry (PoE)

Chemical Events

Radiation Emergencies

PoE.1 Routine capacities are established at PoE
PoE.2 Effective public health response are at Points of Entry
CE.1 Mechanisms are established and functioning for detec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events or emergencies
CE.2 Enabling environment is in place for managements of chemical events
RE.1 Mechanisms are established and functioning for detecting and responding to radiological and nuclear
emergencies
RE.2 Enabling environment is in place for management of Radiation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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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총 28개국이
JEE를 받았으며, WHO는 2017년 5월말까지 60개국의 JEE를
완료할 예정이다 (Figure 1). 우리나라는 2017년 GHSA 의장국으로서
56개 GHSA 참여국들의 JEE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6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공식으로 JEE 수검을 요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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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 분과TF팀을 만들고 범부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JEE 수검 총책임자를 초청하여 2017년 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미래부, 식약처 등의
전문가들과 JEE 수검을 위한 첫 협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JEE 수검을 통해 IHR핵심역량 현황을
파악 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 는 기회로 삼고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2017년 GHSA 의장국으로서 신종감염병의
글로벌 대응이라는 국제보건이슈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며,
참여국들의 행동계획 이행 및 JEE 수검을 독려하고, 핵심역량
취약국에 대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게이츠
재단 등 민간부문과 재정지원 연결을 시도하여 실질적인 보건안보
역량강화로 이어지도록 계획할 것이다.

Afghanistan, Albania, Armenia, Bahrain, Bangladesh, (Belize), Cambodia, Cote d'Ivoire, Eritrea,
Ethiopia, Jordan, Kyrgzstan, Lebanon, Liberia, Morocco, Mozambique, Namibia, Pakistan, Qatar,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udan, Tanzania, Tunisia, Turkmenistan, USA, Viet Nam (Nov 1-6)
(+ 6 GHSA pilot countries: Georgia, Peru, Portugal, Uganda, Ukraine, UK)
Figure 1. Current status of JEE (28 member states are completed and 11 are in line as of 31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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