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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Seen from the COVID-19 Pandemic
Yang, Sanghee
The Coronavirus-disease-2019 (COVID-19) Pandemic, with its effect
on globalization, will make researchers think twice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owing to the severe damages to the people
and economy. This paper,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research
introduces the regulations from the angle of the international law,
aims to discuss how to define and pursue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light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econd chapter observes the contents of
nations' cooperation,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order of the purpose of enactment, the Korean research,
foreword, and overseas studies. The third argues that many countri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andemic virtually violates the duty of
cooperation directed by the agreement. The fourth explains the parts
stressing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the regulations and presents
the core capacities and the way to develop them that the member
stat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have by referring to
empirical studies. Lastl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above and
reemphasiz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the security
against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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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은 20세기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
된 이 시대에 커다란 재앙으로서 감염병에 대해서 초국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인명과 경제적인 피해가 급증할수록 미국
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의 컨트럴 타워인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감염병 사태에 관한 유일한 국제법
인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의 기능과 효율
성을 두고 그동안의 논쟁을 극대화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국
제보건규칙을 개정하여 194개 회원국에 “공중보건의 위험에 상응하고 이
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인 전염병 확산을 예방, 방어, 통제, 대응하
되 국제교통과 무역에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인
종, 종교, 성별, 이념, 빈부, 장소를 막론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방지 또는 대안 제시 등에 현재까지 별다른 역할
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Article
2).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Tedros Adhanom Ghebreyesus)의 무능력 그리고 국제보건규칙(2005)의
실효성 미비를 주장하기 전에 무증상과 높은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의 확산을 국제공조로 억제하기보다 이
기적 국가주의 사고에서 해당 국가와 교역을 제한 금지하는데 급급했던
나라들의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 월더미터(Worldometer, 2020)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코로나19 피해 현황은 미국, 스페인, 러시아, 영국,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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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프랑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 은 36번 , 한국은 42번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대 피해국인 미국은 확진자 수가
1,410,267명이고, 사망자 수는 83,505명인데 비해,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스페인은 확진자 수 271,095명, 사망자 수가 27,104명이어서 커다란 차이
를 보인다. 한편 일본은 확진자 수 15,968명, 사망자 수 657명으로 한국
의 확진자 수 10,962명, 사망자 수 259명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언론과 연구자들이 크게 강조하지 않은 사실은 피해가 큰 국
가일수록 중국 등 감염병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
했던 반면 피해가 크지 않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유럽 국가에 대해서 입국 등 이동성을 많이 인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 역시 중국 영토 안에 있어서
여행객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이지만 피해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
한다. 한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시행하였고, 외교적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을 제
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입국 절차를 허용하되
유입된 여행객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Washington Post) 그렉 브라진스키(Brazinsky, 2020)
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 당 사망자 수가 미국의
39명에 비해 4명이어서 현격한 우위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신
속한 검역소 배치와 검진행위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있다고 주장
한다. 또한, 아시아 타임즈(Asia Times)의 앤드류 새먼(Salmon, 2020)은
2020년 2월에 중국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
복한 것에 대한 이유로서 속도, 투명성, 혁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의식
을 극찬하고 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숀
프레밍(Fleming, 2020)은 국민의 단합과 신속한 검사 이외에 앞날을 내
다보고 진단 장비를 개발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같은 해 1월 19일부터 한 달간 확진자 수가 30명이고, 사망자는 한 명
도 없던 평온한 상태에서 2월 18일 대구지역 31번 확진자가 관행적으로
조밀하게 모여 예배하는 신천지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려 10일 만에 확
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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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수 2,300명 이상을 기록하게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현재 한국의 피

히 적은 수준에 있었을 것이다. 이 현상을 국제적으로 확대

해 상황은 극

하면, 감염병 사태가 한 국가에서 극성인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에서 진

언제든지 팬데믹 충격은 재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보건규칙(2005)의 핵심요소로서 국제공조는 감염병 대처와 이동성
보장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고, 단순한 월경 억제책보다 국내 방역 역
량을 최대한 육성하면서 세계보건기구를 정점으로 지구 전체의 보건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보건규칙(2005)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제법적
시각에서 연혁과 목적 그리고 법조문을 해석하고 소개한 것에 그친 상태
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현재 세계에 만연해있는 코로나19 팬
데믹에 기초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핵심요소로서 국제공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제2장은 국제보
건규칙(2005)의 국제공조 측면을 제정 취지, 국내 선행연구, 서문, 해외
정된다고 해도

연구의 순서로 고찰하고, 제3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팬데믹 대

처가 이 규약의 국제공조 의무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
리고 제4장은 규약의 국제공조 측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정부
를 포함한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육성방법을 코로나19 팬데
믹 이전에 생산된 유력한 실증연구에 비추어 제시한다. 이후 결론은 이
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재고찰하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Ⅱ.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공조 측면과 선행연구
고찰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총회는 헌장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질병 예방을 중심으로 한 규약을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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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국에 적어도 감염병이 창궐하는 기

간에 국제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보건규칙(2005) 제2조에서
국제무역과 여행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 단서를 제공한 듯 보이지만, 지난
날 세계 각국이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침투를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국경
선을 차단해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감염퇴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
던 것에서 비롯한 국제공조 목적의 자기희생적 배려로 여겨진다. 이 국
제규약은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창립되고 나서 1951년 콜레라 전염병
대처를 위해 제정된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을
계승한 것이고, 1830년과 1847년까지 콜레라가 유럽에서 대유행하여
1851년에 국제위생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후 16차례 국제회의 개최와 13
차례의 협정을 생산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염병 또는 감염병 확산
대처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국가 간 경제적 이익이 공중보건 목적과 충돌
하면서 포괄적인 공중보건 규정을 제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변화하는 보
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단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제위생
규칙(1951)은 4차례 개정된 후 1969년 제22회 총회에서 새로운 포괄적
규약으로서 국제보건규칙이 제정되어 당시 기준으로는 강력한 거버넌스
를 의도했지만, 이 역시 페스트, 콜레라, 황열 등 감염병 범위가 한정되
어 콩고지역의 에볼라 출혈성 열병과 남아메리카와 인도의 콜레라와 역
병 등 2005년까지 약 30년 동안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처할 수 없었
다. 데이비드 피들러(Fidler, 1997: 835)는 이러한 비포괄적 상황을 국제규
약의 대상으로 할 때, 과학지식의 발전과 교역 등 이동성과 속도의 증가
그리고 그 규모의 확대 등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하
고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국가를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이웃 국가
의 무분별한 월경 제한 또는 차단정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 간
불화 때문에라도 국제조정체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보건규칙(2005)은 이 현상을 감안하여 21세기에 보편화된 무역과
여행의 자유를 감염병 대처와 상응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험 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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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는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방법

분 국제법적 시각에서 법적 개념과 연혁 그리고 규정
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김성원(2007)은 종래 국가중심적 안보개
념과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감염병의 위해를 강조하는 인간 안보개념을 구
별하고, 그것의 적용사례로서 국제보건규칙(2005)은 1969년 규칙에서 당
사국들이 경제적 이해를 우선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계가 취약해진
것을 비국가단체의 참여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성원(2007: 107)은
국제보건규칙(2005)이 인간 안보의 추구를 통해 국가 중심주의를 탈피하
고자 비정부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안
보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외 국제적 차원에서 안보개념을 어
떠한 시각에서 상정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되,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 인권
개념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하여 중견 국가인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
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김성원, 2007: 108-109). 하지만, 이 견해는
종래 인권문제를 인간안보로 확대하고 있지만, 울리히 벡의 개인화와 세
계화 이론에 일부분 근거하고 있을 뿐 기존의 인권개념과 구별하기 어려
운데다 국제공조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성격을 설명하지 않는다.
장신(2007: 402)은 국제보건규칙(2005)의 새로운 내용 즉 적용범위의
확대, 체약국 의무로서 최소핵심감시 및 대응능력, 세계보건기구의 비정
부 출처 감시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권한 인정,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
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하
PHEIC) 발생을 선언할 권한과 당사국에 조치를 권고할 권한, 규약이행
에서의 인권개념 포섭의무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
다.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제1조에서 질병을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
학적 조건으로서의 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생물, 화학, 핵, 대량살상
을 논하기보다 대부

1)

E

질

1) 국제보건규칙 (2005)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 IC)를 “국제적인 병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공중 보건상 위험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력적 조
를
중하게 요구할만한 비 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Article 3). 그 상황은
하고,
스러 며, 일상적이지
않아 예측하기 어
특 을 가지고 있고, 감염된 나라의 국경선을 어선
공중보건 사안으로서
적인 국제적 행동을 요구한다.

치 엄

범

려운 징
즉각

심각

갑작 우

협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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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비이동성 질병으로 공중보건긴급사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모든 가능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신(2007)은 이
규약이 회원국에게 국제공조 참여 의무를 세계보건기구의 수직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비적이고 응급대응책에 머문 점과 기구
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그 지위가 좀 더
무기를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아(2012)는 국제보건규칙(2005)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설
명하고,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제15조에서 비상사태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가 회원국에 대응방법을 알리는 임시권고와 제16조에서 일상적이고 주기
적으로 행해지는 상시권고 그리고 회원국이 자국의 질병 발생상황을 평
가하고 결과를 통고하는 부속서 2의 방법을 소개한다. 박진아(2012: 71)
는 회원국 또는 당사국의 사태 탐지, 평가, 통고, 보고 역량(제5조 제1항)
과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공중보건위험과 PHEIC에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제13조 제1항)을 소개한 후 인권 규정을 분석하
고 보완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국제공조로서 국제무역과 여행을 제한하
고 금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보건규칙(2005)의 서문은 감염병 대처와 함께 국제 이동성
보장에 대한 국제공조를 설명하고 있다. 서문(World Health Organizatio,
2016: 1)에서 21세기 국제보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보듯이 특정한 질병이나 전파방법에 한정되지
않은 대신 원천이 무엇이든 인간에게 심각한 해악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의료적 상태를 적용 범위로 한다. 둘째와 셋째는 당사국이 최
소한의 공중보건역량을 개발하고, 확정된 기준에 따라 PHEIC을 구성할
수 있는 사태를 세계보건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넷째, 세계보건기구는 대
중의 비공식적인 보고를 고려하고, 그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사무총장은 절차를 통해 PHEIC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긴급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여 임시권고할 수
있다. 여섯째, 일반인과 여행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일곱째, 세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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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양측의 실무자 간
연결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보건규칙(2005)은 질병의 포괄적인 범위
를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여 국제여행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와 국제적인 항구, 공항, 육로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하여 기술적이
고 규범적 기능을 최신화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World Health
건기구와 당사국 사이에

Organization, 2016: 2).

약 13년 동안 194개 회원
국에게 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인 자유의 배려를 규범화하고(제3조
제1항), 인류를 국제적으로 전파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제3조 제
2항), 규칙수행은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 또한, 회원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상 원
칙에 따라 자국의 보건정책과 관련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보건규칙의 감염병 대처와 국제무역과 여행 관련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제3조 제4항). 이 원칙은 국제적인 감염병의 유행에 국제공조를 강
조한 것으로서 2010년 제네바 회의 진행과 결과가 좋은 예이다. 이 자리
에서 개최된 박테리아(생물학)와 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
는 국가들의 모임에서 위생 관련 감염병 정찰을 감염과 기생 매체의 감
시를 증진하기 위해 좋은 실험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앞의 국제보건규칙(2005)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생물학무기
의 국제적 사용 가능성과 감염병 발생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최소화하고
자 한 것이며, 그 과정은 당연히 국제공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위생
관련 감염병 정찰은 그 실태조사와 예방조치, 병원성 생물 매개체의 식
별, 생물학적 재료의 실험 및 분석, 감염병 원천 통제를 위하여 각 지역
보건당국에 자문 및 실용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5년 개정의 의도가 전 세계적인 보건안보와 협력을 개선하
는 것임에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2014 에볼라 전염사태에 보건기구의
조치가 느리고 불충분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규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가해졌고, 수많은 보고서가 국제공조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니엘 솔로몬(Solomon, 2019)은 우
또한, 국제보건규칙(2005)은 2020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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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 가지 공중보건 역량
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공중보건 사건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수리 문 외(Moon et al., 2017)는 국제공조의 장애 요
소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각국의 핵심적인 보건역량이 미비함, 정당
하지 못한 무역과 여행의 제한, 감염병 발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보고를 강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국제보건규칙(2005)
자체의 결함보다 각국의 규약 불이행이 더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수리 문 외(Moon et al., 2017)의 의견에서 핵심 보건역량이란 세계보
건기구가 각국 정부에 질병 조사 및 반응역량을 산정하고, 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드러난다. 앞서 말한 일곱
개 보고서 모두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자기 진단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
고, 공통적으로 그 여부의 확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보고서는 각 정부가 감염병 확인과 방어 프로그램에 투자를 증가해
야 하며, 외부 원천과 국내자원을 함께 가동하는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는 저소득국가에 대해서 외부의 재
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로부터 투자를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하
고,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추산액 요소로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준비상태
를 고려하여 당사국 정부의 예산 순서와 자본 시장으로의 접근성에 영향
선 2015년까지 196개 회원국 중 127개 국가가 여

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째

두 번 로 무역과 여행에 관해서 위 보고서는 국제적 이동에 대한

차

단이 정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과 미디어 보도
때문에 에볼라가 창궐하던 시기에 교역과 여행을 제한했던 조치가 공중
보건 측면에서 불필요하였으며, 이 제한이 오히려 경제회복을 악화시키
고 사태 진정 후에 구조와 지원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
가 간 이동 제한 조치를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는데는 일치하지만, 이
를 남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국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일부러 신속
하게 보고하기보다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리 문 외(Moon et
al., 2017)는 해결책으로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세계무역기구, 국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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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양
협력하여 부당한 이동성 제한을 부과하는
나라와 회사의 이름을 공표하여 무역과 여행의 제한에 대한 국제적 표준
과 체계를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수리 문 외(Moon et al., 2017)는 당사국이 낙인효과가 두려
워 감염병 의심 보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이 재정 지원해줄 것
을 보장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감염 사실을 조
기 통보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대유행 긴급재정기구를 설치
하고, 그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따
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리 막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상에서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공조 측면을 검토하면 세계보건기
구의 회원국은 근본적으로 국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공동으로 감시, 보고, 대처해야 하는데 그중 무역과 여행의 자유를 기본
적인 인권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리한 공중보건에서의 국제공조 대상은 감염병 발생 사실과 긴급 정도
의 보고, 각국의 감염병 검색과 방역, 협력과 긴급상황에서의 조치 결정
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정의하고 발표하기 위한 국
제적 조치의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간 공기구, 국제해 기구와

Ⅲ.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공조
위반
외국인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24시간 이상 지연시킨 경우 세계보건기
구에 그 조치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무역과 여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월 30일 중국에서 발생하여 당시
국제보건규칙(2005)은 국제공조 측면에서 회원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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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나라로 전파된 코로나19 팬데믹을 PHEIC으로 발표했을 때
와 이후 통지에서 중국 등 감염 지역에 무역과 여행의 제한을 권장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로 3월 12일 45개 국가
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여행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였고, 국경선
폐쇄, 출입국 금지, 비자 제한, 비행 정지 등 정도에 무관한 경우를 합하
면 그 수가 96개 회원국이라는 의견도 있다(Kiernan and DeVita, 2020).
중국과 가장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1월 31일 몽골지역
에서 유입되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2월 1일 양국 간 최소 비행편
만 입출국을 허용하고, 2월 20일 여행 금지 영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했다. 북한은 1월 25일 모든 비행을 금지하였고, 30일부터는 아예 러시아
와 중국과의 국경선에서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왕래를 차단하는 국경폐
쇄를 단행했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에
서 14일 이내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후베이성 방문과 체류 경험자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무
역과 여행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Kiernan and DeVita, 2020). 일본은 3
월 26일부터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조치(2주
간 격리조치)에 이어, 3월 31일부터 모든 국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는
데, 이는 중국이 3월 28일에 취한 조치에 이은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과
한국 간 여행은 5월 1일부터 양국의 기업인과 인도주의적 사유를 가진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의 조건으로 한정된 공항의 신속 통로를
통해서만 출입국이 허용되고 있다(Trip.com,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해외인구 유입을 제어 또는
차단한 현상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공조 노력과
반대한다는 견해가 많다. 동 규칙 제43조는 회원국에 제12조에서 국제적
관심을 요구하는 PHEIC으로 간주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특정된 공중
보건위험에 근거하여 자국 내 추가조치를 취할 수 허용하되, 과학적 원
리와 증거 또는 세계보건기구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특별 지침 또는 조언 등을 참고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제43조 제2항), 그 조치는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일지라도 국제이
한국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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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권 침해해서는 안된다(제43조 제1항). 나아가서 회
원국의 추가조치 기한은 3개월이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와 협의
하여야 한다(제43조 제6항). 다시 말해서 국제보건규칙에서 요구한 국제
공조는 각 회원국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
제적인 공중보건기구에 새로운 감염병 사태를 보고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경계한다(Tejpar and Hoffman, 2017).
무역과 여행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공조 측
면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하
나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동을 제한하 나 인 을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국제보건규칙

항

치

(2005)의 제43조 제2 에 따라 회원국이 여행 제한 또는 금지조 에 있

거

언

어서 과학적인 원리와 증 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조 을

청

경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브레예수스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

우 각국이 취한 여행 관련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진정국면에서의 경기회복 속도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b).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원국 간 이동에 대한 지나친 인위
적 단절은 동 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국제적인 이동을 인권의 중요한 요
소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
다.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성 보고,
공항과 항구의 정찰, 환자 관리 등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제3조에서 규정된 인간의 존
엄성과 권리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원칙은 국제법상 권리와 자유의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필요성, 합법성, 비례성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종에 대한 혐오주의에 기초한 여행 제한
및 금지조치는 부당하다. 세계보건기구 2020년 2월 7일 상황보고서에 따
르면, 각국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러한 이동 제한 조치는 전체의 삼
분의 이에 해당하는 국가가 제43조 제3항과 제5항의 보고의무를 어긴 것
믹의 경

에 해당한다(World Organization,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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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위반조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
상태 조정기능 나아가 거버넌스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후 책임소재를 불
분명하게 하는 국제보건 분야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국
가들이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면책조건을
가진 것으로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감염병 요인의 국경선 차단책이 단기
적으로 확산속도를 약화시킬 수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시
민역량과 보건 인프라 등 내부적 조건 여부에 따라 그 진정효과가 희석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규약을 지킨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
해서 책임을 묻는 등으로 보건 분야 거버넌스의 무질서를 우려하는 견해
회원국의 이러한 국제규

도 있다(Hofmann, 2010).

Ⅳ.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공조의 내용과 방법론
메 카 지부격인 범아메리칸보건기구(Pan American

세계보건기구의 아 리

Health Organization, 이하 PAHO)는 2020년 2월 14일 코로나19 팬데믹

표 였
헌
월 31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검사실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인된 경
우가 49,070건이고, 이중 99퍼센트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PAHO,
2020: 1). 2020년 5월 현재 확진자 수 140만 명을 넘긴 미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는 1월 21일, 캐나다의 경우는 1월 25일이었다. 이
후 2월 13일까지 확진자는 15명이었는데, 13명은 중국에 여행한 적이 있
었고, 2명은 2차 감염자이었으니 3개월 만에 증가한 수치와 속도는 감염
병에 관련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여실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
련하여 중국은 2019년 12월 31일 우한지역에서의 최초 발생 사실을 세계
보건기구에 보고했고, 그 대신 사람 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액면 그대로 지지하다가 1월 30일에 결국
PHEIC,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그 바람에 만들어진 참담한 결과
에 대한 일종의 상황보고서를 발 하 다. 그 문 에 따르면,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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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긴급위원회 전문기관의 오판 또는 그에 관련한
국제공조 부족이라는 말로 해명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
는 감염병 성 에 대한
다.

편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효과가 반드시 세계보건기
구의 강력한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범위를 국내 수준으로 좁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드러난다. 1월 20일 35세 중국 여성이 최초 확진자로 밝혀진 후 확진자
수 30명까지 그런대로 선방해왔던 방역이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2월 20일 100명 이상 증가하고,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최
초 사망자가 발생하더니 2월 28일 2,000명, 2월 29일 3,000명을 넘겨 중
국 다음으로 많은 위기를 맞이했다(김용래, 2020). 한국 정부는 초동단계
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지침과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 이동성 존중 원
칙을 무작정 고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팬데믹
을 선언했던 3월 11일보다 6일 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현재
까지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국가로 인정받는 상태가 되었다(Fendos,
한

2020).

약 10일 동안 급상승하다 이
후 완만하게 줄어든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세계보건
기구의 정책 이외에 자구책을 모색했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감염병
관련 국제공조가 개별 국가의 보건역량과 의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2005)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9조에서 회원국
에 일정한 시간 이내에 공중보건 관련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감염병 확
산을 초래할 수 있는 매개체와 저장장소를 포함한 감염 예상요소에 대한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이 2월 29일까지

데이터를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가, 반응, 기술과
병참 지원, 재원 활용, 법 행정 장치 마련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
하여 각자 공동협력하기로 되어있다. 같은 취지로 니르말 칸델 외
(Kandel et al., 2020: 6)는 지난 5년 동안 자발적으로 국제공중보건 역량
을 강화하려는 다각적인 조정과 협력이 시도되어 국가별 역량평가를 도
한, 제44조에서 회원국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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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분석대상 국가 중 절반의 보건역량
이 충분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효
과적인 감염병 예방, 진단, 반응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공조는 회원국과 유관 국제기구를

망라한 초국적인 협력에 국제적 이동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제14조는 세계보건기구가 이 규칙의 이행에 있어 각 회원국과 유관
국제기구의 활동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에서 회원국은 국제보건 활동에서 여행객들의 존엄
과 인권 그리고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여 불편함과 걱정을 최대한 줄이
기 위해서 그들을 예절과 존경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성별, 사회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관심사를 고려하기로 되어있다. 더하여 여행객들이 공중
보건상 격리되거나 의료적 검사 대상일 경우 의식주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제35조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거나 국제보건규
칙(2005)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회원국이 여행객
에게 일반적인 의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감염병과 관련해서 자국 내 인적 피해가 큰 경우 대
부분 국제보건규칙(2005)의 기본규정과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약
중 국제공조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애미
탑 서더(Amitabh B. Suthar) 등 다섯 명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77
개 회원국에서 생산된 51개 실증연구를 분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에
서 각국에 요구한 여덟 개의 핵심역량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각 회원국의 국제규약 이행 수준과 자기 평가방법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화, 전염병을 포함한 보건체계, 경제적 맥락에 기초한 통합적인 조
건이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동부 유럽 자료가 더 필요하기는 했지만,
규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국제공조 측면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
하였다(Suthar et al., 2018: 118).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은 국제공조를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있는데,
1996년 제정 규약이 적용 범위를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 등으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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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모든 비상상태로 확대한
것이 그 결과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 2020년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야생 폴리오 바이
러스와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Zika) 바이러스, 2018-19년 키부
에볼라(Kivu Ebola)가 발생한 경우 PHEIC를 선언하여 국제적 협력을 기
한 바가 있었다. 또한, 동 규칙은 이러한 국제공조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여덟 개의 핵심역량의 개발을 각국에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국제공조 수준을 가늠케 한다. 즉 각국은 24시간
동안 정부 내 모든 유관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센터가 세계보건기구와
상시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보고를 통해 조기경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동물과 인간의 보건 분야 간 공조도 도모할
것에 비해 국제적 관 이 필요한 공중보건상의

수 있어야 한다.

음

8

토대로 한국 정부가
실시할 코로나19 팬데믹 진단과 사후 대책을 염두에 두고 상기 핵심역량
을 살펴본다. 첫째, 감염병에 관한 법제화와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
요한데, 중앙정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관련 행정부서를 설치하되
유관 비정부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통합적인 보건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위의 감염병 관련 국내 연
결망을 국제공조로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
다. 셋째, 정부는 능동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감염원을 수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역학적 내용에 기초한 감염병 범주화, 지침 하달과 보고 정례
화를 통한 상기 연결망의 활성화, 훈련 도구와 자원 구축으로 실제상황
에서 감염병 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
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
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기준 정의, 여러
분야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설정, 국내외 기술지원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중보건시설 확충 및 배정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감염병 발생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전국
다 에서 서더(Suthar et al., 201 )의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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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예산계획수립, 보건 인프라의 가동 여부와 수준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 수단, 공중보건상 비상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의약
품, 백신, 실험용 도구의 완비가 되겠다. 여섯째, 정부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 국민에게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해
야 하는데, 표준적인 절차와 미디어 연결 상설화를 통해 반드시 정부를
통한 경우가 아니어도 국제적인 통신으로 민간끼리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감염병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염병학, 문
제해결, 관리, 리더십, 기술지원 등 감염병 관련 지식과 정보 중 우선순
위를 정할 수 있고, 훈련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위임하는 방법으로 인력
수급 상태를 상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신규인력
을 모집, 훈련,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째, 정부는 자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염병학적 실험공간을 운
영하여 감염병 예방, 방어, 통제, 대응을 위한 국민수칙과 진단 장비 그
리고 백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감염병 완화와 대처는 한 국가 내에서의 핵심역량 개
발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면 국제보건규
칙(2005)에서 말하는 국제공조를 비교적 쉽고 완벽하게 기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규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국가 간 이동성에 성급하고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국제공조의 효과가 반감된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과 지방의

Ⅴ. 결론
럽 측 인사인 한스 클루게(Hans Kluge) 박사는 2020
년 3월 19일 자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40퍼센트가 유럽에서 발생
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공조의 노력을 당부했다. 클루게(Kluge
et al., 2020)는 이번 사태가 한 국가의 대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
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그동안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하고, 물류를 차
세계보건기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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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특히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의 왕래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그는 이제 보건문제가 이제 정치적
논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을 통해 일관적인 보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
히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럽 각국이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 공동대책
기금조성에 협조하여 국내 사정이 취약한 나라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같은 문헌에서 서태평양 지역 인사인 다케시 카사이
(Takeshi Kasai)는 이번 사태의 대처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질병에 노출
도가 많았던 의료진과 사망 위험성이 높은 노인 기저 질환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luge et al., 2020).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이
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감하는 의견은 세계보건기구
의 공중보건 정책과 국제보건규칙(2005)의 핵심적인 국제공조 노력을 시
험해서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과 2월 중
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문호를 닫은 나라들이 이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형
국으로 변했지만, 또 다른 감염병 확산이 있게 될 때도 이전처럼 무역과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태도를 보일 듯하다. 그런데, 내부의 방역
체계와 기술 그리고 다른 역량을 개선하지 않은 채 국제적 이동성만을
차단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거절한 상태에서 감염병을 계속 확
산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산발적이나마 계속되어온 감염병 국제공조 경험을
반영해서 국제보건규칙(2005)이 국제무역과 여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

점에서 일부 국가들이 취한 인위적인 단절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정당하며, 그
대신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인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과 행정
그리고 재정 역량, 국내 보건정보망, 발병 또는 가능 원천 수색, 대응조
치와 준비과정, 감염 관련 소통, 인력 자원, 실험실 등 국제보건규칙
(2005)에서 요구한 국내 보건 핵심역량을 최대한 배양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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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지 않은 대신 최대 피해국가
와 최초 발생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감염병과 무관하게 그동안 계속되어온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역할이

경제적 대결을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두 국가가 지원하고 개정한 국제

약

준수되어야 하고, 세계보건기
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공조를 우
보건규칙(2005)의 국제공조 규 은 반드시
선해야 한다.

주요어

처

코로나19 팬데믹,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공조,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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