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의 운영과 한계: 유니세프의 관점에서
김택수 (유니세프 물류본부 국가 데이터 전문관)

코백스(COVAX)란?

COVAX is the vaccines pillar of
the Access to COVID-19 Tools
(ACT) Accelerator
• ACT-A: COVID-19 진단, 치료 및 백신
개발, 생산 과 공평한 접근위한
글로벌 협의체
•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WHO
주도하에 시작되고, UNICEF,
PAHO는 백신 물류 총괄

What COVAX offers
•
•
•
•
•

각 국가 20% 인구에 해당하는 도스
백신 포트폴리오의 다양하고
액티브한 관리
신속한 백신 배송
글로벌 팬데믹 종식 노력
경제 재건 지원

코백스(COVAX)란?

세계최대 규모
백신후보군 포트폴리오

생산의 확대

공평한 접근, 공정한 분배

적극적인 백신 공급 노력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개요

What the ACT-A is
• 다양한 국제보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 (WHO,
BMGF, CEPI, Gavi, Global Fund, UNITAID,
Wellcome Trust), 민간기업 등.

코백스 퍼실리티의 구성과 운영

Pooled supply

Pooled demand

Participants

구매력 증가로 다양한
백신의 포트폴리오
접근 제공

The COVAX
Facility

Manufacturers

제조사들에게
수요가 보장된
확실한 시장 제공

코백스 퍼실리티의 구성과 운영

“코백스 퍼실리티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한 플랫폼

For all
countries

The COVAX
Facility

The COVAX
AMC
ODA financed

For ODA-eligible
countries

UNICEF와 COVAX
UNICEF’s role in COVAX
•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백신구매 기관으로써 COVID-19
백신 공급, 운송, 저장 등을 지원

• 연간 20억 도스의 정규 및 긴급대응 백신을 100여 개 국가
대신해 조달
• PAHO 리볼빙 펀드와 함께 코백스의 COVID-19의 조달과
공급을 주도
• GAVI, WHO와 함께 정부의 백신 공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콜드체인, 보건요원 교육 등을 지원

• 또한, 백신에 대한 신뢰, 효과적인 백신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제공

UNICEF와 COVAX

UNICEF와 COVAX

UNICEF와 COVAX

UNICEF와 COVAX

• UNICEF는 2021년 월간 850톤의 COVID-19 백신을 수송할 계획,
다양한 공급망, 운송업계의 협력이 요구됨
• UNICEF는 COVAX가 확보한 190개국을 위한 20억 도스 뿐 아니라,
10억 개의 주사기, 1천만 개의 safety box를 공급 예정 (2021년)
• 세계경제포럼과 UNICEF는 다양한 운송,항공,물류업체들에게
글로벌 협력 동참을 요구
•DHL, UPS,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 18개 관련업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 (2020년 12월)

UNICEF와 COVAX

Origin: India
Doses: 20 million
Destinations: 8 western African countries

UNICEF와 COVAX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약속은 어디갔는가?

Source: https://www.economist.com/coronaviruspandemic (as of 13 June 2021)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정치적 이슈

•
•
•
•

백신 국가주의 – 글로벌 보건 & 경제에 악영향(1.2tr
USD) *
백신 외교 (미국 vs 중국, 러시아)
선진국의 백신접종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백신 제조사들과 각 국가들의 파워게임

*COVID-19 and the cost of vaccine nationalism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769-1.html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재정적 이슈

•

충분한 재정적 지원의 확보됐는가?

•

시간싸움(약속 이후 신속한 공급 확보 요구)

•

The Gavi COVAX AMC Summit

(raised 2.4bn USD – 40여 개 국가, 민간기업, 재단 등)

-

약속된 기금, 91 AMC 국가들의 약 30% 인구 접종할 수
있는 백신(18억 도스) 구입 가능 금액

•

G7 정상회담
Carbis Bay Declaration on health - 100일 공동행동계획
(미국 5억, 영국 1억 도스 등 10억 도스 약속)
>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한국의 적극적 재정지원도 필요
(기존 지원 1천만 달러 + 2억 달러 공여 및 현물지원 약속)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환경적 이슈

•

•
•
•
•

백신 접종을 시의적절하게 운녕할 현지 국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짧은 shelf-life
충분치 않은 공급
(남아시아 확진자 폭증 > 인도공장 생산차질)
제조강국 한국의 백신생산 능력, 글로벌 팬데믹 해결
도움
백신의 통관, 운송 등 백신 및 백신원재료 수송의 편의성
강화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제한된 정보

•

각 국가들의 다양한 민원처리 고충

•

제조사 / 코백스 사무국 / 유니세프 사이 정보의
민감성 증가 (보안)

•

100%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출로 인한
미디어 노출에 대한 부담감 확산
(UNICEF/WHO 입장보다는 코백스 사무국
입장으로 대체하려고 노력)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 – 사회적 이슈

•
•
•

백신거부 – 캠페인의 어려움, 지역지도자,
종교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백신장점 전파해야
보건요원들의 백신주저현상
백신 루머, 가짜뉴스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의 한계/문제점은 국제보건사업에서 꾸준히 반복된
문제의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준다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 위한 핵심영역

Which support national systems
across different key core areas:

Supply Chain
Management

District HSS &
decentralized
management

Quality of
Care

National &
sub-national
financing

Data &
Digital Health

Health
Workforce

Governance &
Partnerships

코로나 이후 공공의 공급망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들
•

global Logistics Cluster에 따르면 인도주의 대응
비용의 약 74%는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

•

공공 공급망의 향상된 퍼포먼스,
회복탄력성(resiliency), 충격흡수능력(shockabsorption capacity)은 증가하는 수요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UNICEF와 각 지역 정부에 필수적인
요소

•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와 지역의 보건시스템과 공공의
공급망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줌

•

국가 공중보건 공급 메카니즘의 강화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너들의 투자를
요함

•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

낮은 수준의 공급망이 백신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Such as in EPI, in 2019

45%
30%
26%

중저/저개발 국가 국가단위 백신 재고부족
경험 (최소 한종류의 백신)

A growing issue
2010년대비 국가레벨
백신 ‘재고부족’ 국가 88% 증가

중저/저개발 국가 백신서비스 중단 경험

2014년 대비 백신 서비스 중단
국가 4% 증가

중저/저개발 국가 백신 재고부족 사유
불명확

2016년 대비 백신 ‘재고부족’
사유 파악불가 국가 100% 증가

©UNICEF/UNI122542/Brian Sokol

Source: Annual WHO/UNICEF Joint Reporting Form, June 2020

UNICEF의 공공 공급망 관리의 강화

모든 영역에서의
공공 공급망 영역
리뷰

국가 내 파트너들과
공급망 영역 강점과
약점 찾기

파악된 부족한 영역을
바탕으로 정부와
공급망 강화 로드맵
개발

각 국가, 지역 공급망 관리의 gap, strength를 분석해 효과적인 공공공급망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UNICEF의 공공 공급망 관리의 강화 – Maturity Model

(Logistics) 관리정보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가별 공급망 관리 강화
각 국가별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매핑 (w/ GAVI) – Digitalisation vision의 일부

Vaccine Traceability
각 국가의 제품 추척시스템 강화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 및 투자장려

https://www.unicef.org/supply/stories/gaviannouncement-vaccine-manufacturer-gs1compliance

https://www.who.int/medicines/regulation/traceabilit
y/Final-report-StakeholdersOct23meeting.pdf

https://www.ghsupplychain.org/global-standardstechnical-implementation-guideline-global-healthcommodities-v21

Any
questions?

CORONAVIRU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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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into the COVID-19 pandemic, a high speed journey.

Where are we now?
THE LATEST ON THE COVID-19 GLOBAL SITUATION
& HOW THE PANDEMIC SPREAD

Current global situation
Cases reported to WHO as of 28 February 2021, 10:00AM CEST

• > 113 million cases

• > 2.5 million deaths

CHECK OUT
THE LATEST GLOBAL SITUATION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 Data are incomplete for the current week. Cases depicted by bars; deaths depicted b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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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global situation
CASES REPORTED TO WHO AS OF 9 JUNE 2021

• Cases: > 173 million

• Deaths: > 3.7 million

CHECK OUT THE LATEST
GLOBAL SITUATION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Note: Data smoothed with 7-day moving average

* Data are incomplete for the current week. Cases depicted by bars; deaths depicted b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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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Overview of the COVID-19 pandemic
A high-level overview of emerging issues
As the COVID-19 pandemic evolves, several distinct questions and challenges arise...

Stage 1
An unknown virus
emerges

Stage 2
A pandemic
unfolds

Stage 3
The pandemic
accelerates

Stage 4
A multi-faceted
pandemic

Stage 5
Medical count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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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KNOWN VIRUS EMERGES

Stage 1
An unknown virus emerges

An unusual cluster of severe
pneumonia cases is identified in China
raising questions about a possible new
disease (December 2019)

• Some cases are linked to a sea food market, in
Wuhan, Hubei province, China
• Some patients die, especially older people and
those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 The new disease is caused by a novel coronavirus,
a family of viruses known to infect animals &
humans

• The infection causes respiratory disease ranging
from mild to severe disease
Following advice from the IHR Emergency
Committee for COVID-19, on 30 January 2020 –
with around 7700 confirmed cases in China and
82 cases outside of China – WHO declares the
outbreak to be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t that time, no death related to COVID-19 is
recorded outside China
Source: WHO 21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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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KNOWN VIRUS EMERGES

Stage 1
Initial response to the virus
31st Dec 2019: Cluster of pneumonia detected in Wuhan
1st Jan 2020: WHO activates Incident Management Team

5 Jan: WHO issues first Disease Outbreak News
23 Jan: First IHR Emergency Committee meeting
23 Jan: Restrictions in Wuhan, all transport in & out of Wuhan suspended
30 Jan: WHO declares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4 Feb: Strategic Preparedness & Response Plan issued
11 Mar: WHO describes COVID-19 as a pandemic

6

AN UNKNOWN VIRUS EMERGES

Stage 1
Research for diagnostics, vaccines and therapeutics began immediately
• After the West Africa Ebola outbreak in
2014-2016,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dopted a pla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 this is known as the
R&D Blueprint
• The R&D Blueprint is a global strategy to
enable rapid activation of research during
epidemics and fast-track development of
diagnostics, vaccines and medicines.
• WHO convened the first global COVID-19
Research and Innovation Forum in Geneva
on 11-12 February 2020.

1
2

https://www.who.int/teams/blueprint/covid-19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0/02/11/default-calendar/global-research-and-innovation-forum-to-mobilize-international-action-in-response-to-the-novel-coronavirus-(2019-ncov)-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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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DEMIC UNFOLDS

Stage 2

A pandemic unfolds

By 12 March 2020, there
were over 120,000 cases
and over 4,600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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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DEMIC UNFOLDS

Stage 2

COVID-19 spreads outside China
CONFIRME D CASE S IN
THE ISLAMIC RE PUBLIC
OF IRAN

CONFIRME D CASE S IN
THE RE PUBLIC OF KORE A

CONFIRME D CASE S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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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gatherings such as religious events in the city of Daegu in South Korea, religious gatherings in Qom,
Iran and the Champions League football match in Bergamo, Italy play a key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 The case fatality ratio is higher in Italy than was reported in China. Early information that older people are at
higher risk of severe disease is reinforced
• On 11 March 2020, WHO characterizes the outbreak as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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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DEMIC UNFOLDS

Stage 2

Four scenarios for COVID-19 response
1

No reported
cases

2

Sporadic
cases

Stop transmission
& prevent spread

3

Cluster
of cases

4

Community
transmission

Slow transmission, reduce case
numbers & end community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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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DEMIC UNFOLDS

Stage 2
In many countries, spread of COVID-19 leads to community transmission
• ‘Flattening the curve’ is important as in every country,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hospitals, nurses and doctors
• The capacity of the health system can be exceeded if too many people seek healthcare at
the same time
• Testing, isolating positive cases,
contact tracing and PHSM are
important to flattening the curve
• Some countries manage to stop
transmission with control
measures
• Many countries close schools,
shops, workplaces, bars,
restaurants as well as borders
and ask people to stay home to
limit the spread of the virus
11

A PANDEMIC UNFOLDS

Stage 2
Implementation of Public Health & Social Measures
WHAT
Personal protective
measures
 Hand hygiene
 Respiratory
etiquette
 Face masks

Travel-related
measures
 Travel advices
 Travel restrictions
 Border closure
 Entry and exit
screenings

HOW
Social distancing measures
 Contact tracing
 Isolation of sick
individuals
 Quarantine of exposed
individuals
 School measures /
closures
 Workplace measures /
closures
 Avoiding crowding
Environmental measures
 Surface and object
cleaning
 Increased ventilation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29438/9789241516839-eng.pdf?ua=1
Author: Ian M Mackay, PhD (EIC) https://virologydownunder.com/wp-content/uploads/2020/12/SwissCheese-ver3.0_MUG-version.png#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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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DEMIC UNFOLDS

Stage 2
Health systems are under pressure even in
wealthy countries
• Hospitals and health workers face rising demand to attend to a
growing number of COVID-19 patients
• Materials are in short suppl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xygen and ventilators
 COVID-19 diagnostic tests

Photo: WHO

• Health workers are affected, of all detailed case reports submitted to WHO by October 2020,
14% of the cases are health workers. Capacity building and access to adequ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measures lead to the decrease of this percentage.¹
• Usual health care is cancelled or postponed with a major impact on other endemic or
chronic diseases as well as on preventive activities such as routine immunization
¹Globally aggregated weekly surveillance data based on cases notified to WHO
https://www.who.int/fr/news/item/17-09-2020-keep-health-workers-safe-to-keep-patients-safe-who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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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DEMIC ACCELERATES

Stage 3

The epicentre moves from
Europe to the Americas

The pandemic accelerates

By 1 July 2020, there were over
10.3 million cases and over
503,000 deaths in 215 countries
or areas and two cruise ships

Number of new confirmed COVID-19 cases by date reported to WHO and region

Sourc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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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DEMIC ACCELERATES

Stage 3
Beyond the health crisis: impact on
all of society
• National restrictions have a huge impact 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lose jobs
• The travel sector is greatly affected by international
movement restrictions

Inside 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 United States of America

• Pressure mounts to re-open societies, including schools to
minimize social and economic damage

Countries start re-opening societies
The ‘first wave’ passes in countries first affected which
see cases declining
Some country borders re-open and restrictions are
eased, in particular during holidays in the northern
hemisphere
Source: www.weforum.org/agenda/2020/06/imf-lockdown-recession-covid19-coronavirus-economics-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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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DEMIC ACCELERATES

Stage 3
How the pandemic affects the African Region
• In many African countries, case numbers are low. The reported mortality is also low
compared to European countries. There are many hypothesis to explain these differences
including: low testing capacity, underreporting, young population, pre-existing cross
immunity and the use of local treatments.
WHO Dashboard

European
region

African region

Cumulative cases
COVID-19

11.1 million

1.3 million

Cumulative
deaths COVID-19

285,135

29,785

750 million

1.3 billion

Population size

Source: COVID-19 Dashboard, WHO 02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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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DEMIC ACCELERATES

Stage 3
COVID-19 spreads more easily in certain
settings
• Certain situations and activities (such as singing,
exercising, shouting) are identified to be at higher risk for
COVID-19 transmission:
 Crowded places
 Close-contact settings
 Confined and

enclosed spaces with
poor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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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FACETED PANDEMIC

Stage 4
A multifaceted pandemic

There is sustained
transmission in the US
and India, a new
increase of cases in
Europe (2nd wave); while
other countries remain
COVID-19 free (e.g. New
Zealand)
By 01 November, there
are nearly 46 million
cases and over 1.19
million deaths
Source: WHO

Source: WHO 01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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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FACETED PANDEMIC

Stage 4
Global partnership
• Access to COVID-19 Tools (ACT) Accelerator is a global
collaboration end to end process, to accelerate
development, production, and access to COVID-19
vaccines, therapeutics and diagnostics
 Vaccines in development as of 1st November 2020:
• 154 in preclinical evaluation
• 44 in clinical evaluation
• 10 in phase III trials
 Dexamethasone has been confirmed as a useful
therapeutic treatment for severe cases
 An antigen-based rapid diagnostic test has been
approved

• Information on vaccines

2 billion
doses
globally by
end of 2021

245 million 500 million
therapeutic
cours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y mid-2021

test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y mid-2021

Health Systems Connector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o make sure essential
COVID-19 tools reach the people who need them

• More information on the ACT Accelerator
Source: WHO 06 October 2020

19

A MULTIFACETED PANDEMIC

Stage 4
Reaching for global solidarity
WHO has developed a framework for equitable and fair allocation of
ACT accelerator products

No one is safe
“ until
everyone
is safe
”
www.who.int/publications/m/item/fair-allocation-mechanism-for-covid-19-vaccines-through-the-covax-facility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World Health Organization

20

A MULTIFACETED PANDEMIC

Stage 4
Mis- and disinformation complicates the picture
• An infodemic is the tsunami of information –
some accurate, some not – that spreads
alongside an epidemic or pandemic
• Managing the infodemic has become more
challenging with rapid spread of mis- and dis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 In some countries, misinformation has
generated mistrust in governments, public
health authorities and science
• Managing the infodemic management is critical
to managing the pandemic
More information on infodemics and risk
communication
https://www.who.int/teams/risk-communication/infodemic-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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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Medical counter measures available

The increase of cases in
Europe and the USA (2nd
wave) continues;

The first COVID-19
vaccines are rolled out;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emerging variants
As of January 3rd, more
than 83 million cases and
over 1.8 million deaths
Source: WHO

Sourc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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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COVID-19 vaccine accelerated development
• As of 2nd March 2021, there are 76 COVID-19 candidate vaccines in clinical development of
which 12 are in Phase III and 4 in Phase IV trials
• There are another 182 candidate vaccines in preclinical development
• More than 90% of all top candidate vaccines will be delivered through intra-muscular injection
• Most are designed for a two-dose schedule

Source: 2nd March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draft-landscape-of-covid-19-candidate-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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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COVID-19 vaccine development
As of 3rd March, more than 265 million vaccine doses have been administered:
 Different vaccines (3 platforms) have been administered (Pfizer, Moderna, Oxford/AZ, SII,
Gamaleya, Sinopharm, Sinovac, Bharat Biotech)

From Bloomberg COVID-19 vaccines tracker on Global Distribution (28th Feb 2021)
% of population given at least 1 dose
52%
35%

30%
20%

Israel

UAE

U.K.

Bahrain

17%

Chile

15%

U.S.

13%

Serbia

10%

Malta

10%

Morocco

https://www.bloomberg.com/graphics/covid-vaccine-tracker-global-distribution/
https://ourworldin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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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COVID-19 vaccine development candidates
4 CANDIDATES VACCINES IN PHASE IV CLINICAL

WHO
EUL
X

Vaccine platform

Pfizer/BioNTech + Fosun Pharma*

RNA based vaccine

Moderna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AstraZeneca + University of Oxford*
AZ/SII (Serum Institute of India) & AZ/SK Bio, Korea
Sinovac Research and Development Co., Ltd

RNA based vaccine

12 CANDIDATES VACCINES IN PHASE III CLINICAL EVALUATION

Vaccine platform

CureVac AG

RNA based vaccine

CanSino Biological Inc./Beijing Institute of Biotechnology

Viral vector (Non-replicating)

Gamaleya Research Institute ; Health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Viral vector (Non-replicating)

Janssen Pharmaceutical

Viral vector (Non-replicating)

X

Viral vector (Non-replicating)

X

Inactivated virus

X
X

Already
in use

X

Sinopharm + China National Biotec Group Co +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Inactivated virus

X

Sinopharm + China National Biotec Group Co + 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Inactivated virus

X

Institute of Medical Biology +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activated virus

Research Institute for Biological Safety Problems, Rep of Kazakhstan

Inactivated virus

Bharat Biotech International Limited

Inactivated virus

Novavax
Anhui Zhifei Longcom Biopharmaceutical + Institute of Microbi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Zydus Cadila

Protein subunit

Source: 26 February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draft-landscape-of-covid-19-candidate-vaccines

Already
in use
X

X

Protein subunit
DNA base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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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
Emergency Use Listing Procedure (EUL)

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New emerging SARS-CoV-2 variants and their implications
• New SARS-CoV-2 variants:
 Sept. 2020, a variant emerged in Denmark related to mink farming
 Variant detected in the United Kingdom in December 2020
 Variant detected in South Africa in December 2020

 9th January 2021, variant detected in Japan among persons coming

back from Brazil

• All these variants involve genetic mutations coding for the
spike protein
• The spike protein of SARS-CoV-2 is targeted by most vaccines currently
approved or in development; mutations of the spike protein are closely
monitored

• The mode of transmission of the virus variants has not changed
• The same preventive measures continue to be effective and should continue to be implemented¹
¹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considerations-in-adjusting-public-health-and-social-measures-in-the-context-of-covid-19-interim-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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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 4% contraction of
GDP in 2020

88-115 million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due to the crisis

9% of global working
hours lost in 2020 –
the equivalent of 225
million full time jobs

The World Bank Group: https://blogs.worldbank.org/voices/2020-year-review-impact-covid-19-12-charts
Lakner et al. (2020) (updated), PovcalNet, Global Economic Prospects
Source: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67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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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UNTER MEASURES

Stage 5
Extreme poverty is predicted to increase sharply
• Baseline analysis by the World
Bank Group estimated that
COVID-19 could push an
additional 88 million people
into extreme poverty in 2020.
In the worst case scenario, it
could be 115 million people

Figure. Forecast of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From Wold Bank Blogs)

• The largest share of the ‘new
poor’ are living in South Asia
and Sub-Saharan Africa

Sources: Lakner et al. (2020) (updated), PovcalNet, Global Economic Prospects
Note: Extreme poverty is measured 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on less than $1.90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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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Global Solidarity for Vaccine Equity
(The ACT Accelerator initial needs for 2020-2021 were US $38.1 billion)
13 June 2021: G7 Leaders’ Summit in Cornwall, UK
- pledges 870 million COVID-19 vaccine doses, to deliver half by the end of 2021

31 May 2021: Joint statement of IMF, WBG, WHO, WTO
- estimates COVID recovery needs USD 50 billion.
- increase ambition 30% : 40% : 60% by the first half of 2022;
- ensure against downside risks by investing in additional vaccine production capacity, diversifying production to
regions with little current capacity, sharing technology and knowhow, and removing all blockages to
expanding supply, including WTO members accelerating negotiations towards a “pragmatic solution around
intellectual property”;
- boost testing and tracing, oxygen supplies, and therapeutic and public health measures, while ramping up vaccine
deployment.

21 May 2021: G20 Global Health Summit, Rome Declaration:
1.
2.
3.
4.
5.
6.
7.

Pharmaceutical companies announced COVID-19 vaccine doses at lower costs.
The EC announced sharing another 100 million COVID-19 vaccine doses in 2021.
Italy pledged funding for COVAX, health and climate initiatives, and commitment to share its supply of COVID19 vaccine doses.
The EC will invest in regional production hubs for COVID-19 vaccines in Africa.
France committed to sharing doses and dollars by the end of 2021.
Germany pledged 30 million vaccine doses
The Netherlands pledged €52 million to fund the ACT-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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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Global Solidarity for Vaccine Equity (cont’d)
(The ACT Accelerator initial needs for 2020-2021 were US $38.1 billion)

19 February, 2021: Virtual G7 Early Leaders’ Summit
•

The ACT Accelerator partnership welcomes over US$ 4.3 billion of new investments from the USA, Germany, the
European Commission, Japan, and Canada to fund the development and equitable rollout of the tests, treatments and
vaccines needed to end the acute phase of the COVID-19 pandemic.
• These commitments bring the amount committed to date to US$ 10.3 billion, leaving a funding gap of US$ 22.9
billion to fully fund the ACT Accelerator’s work in 2021.
• The UK’s commitment to share vaccine surplus with developing countries is also welcomed and joins similar
commitments made by Canada, France, Norway and the European Union.
• Global Health leaders reiterated, however, that without further significant financial commitments, access to COVID-19
tools would be delayed, risking further mutations and prolonging the pandemic everywhere.
Contributions were made up as follows:
• The USA committed initial $2 billion to Gavi, the Vaccine Alliance for the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and a
further $2 billion through 2021 and 2022, of which the first $500 million will be made available when existing donor
pledges are fulfilled and initial doses are delivered to AMC countries.
• Germany committed US$ 1.8 billion with contributions to all pillars and partners of the ACT Accelerator across tests,
treatments, vaccines, and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 The European Commission committed US$ 363 million for the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 Japan committed US$ 79 million for the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and UNITAID.
• Canada committed US$ 59 million to the ACT Accelerator.
• In addition,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is providing a further US$ 242 million in loan guarantees which will help
the ACT Accelerator partnership to frontload future payments to speed up th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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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R&D Blueprint and COVID-19
https://www.who.int/teams/blueprint/covid-19
Global research and innovation forum to mobilize international action in response to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emergency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0/02/11/default-calendar/global-research-and-innovation-forum-to-mobilizeinternational-action-in-response-to-the-novel-coronavirus-(2019-ncov)-emergenc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and adjusting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in the context of 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considerations-in-adjusting-public-health-and-social-measures-in-the-context-of-covid-19interim-guidance
Non-pharmaceutical public health measures for mitigating the risk and impact of epidemic and pandemic influenza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29438/9789241516839-eng.pdf?ua=1
Keep health workers safe to keep patients safe: WHO
https://www.who.int/news/item/17-09-2020-keep-health-workers-safe-to-keep-patients-safe-who?v=4
Prevention,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health worker inf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30 October 2020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6265

IMF: New predictions suggest a deeper recession and a slower recovery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6/imf-lockdown-recession-covid19-coronavirus-economics-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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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2)
Three factors help you make safer choices during COVID-19
https://www.who.int/teams/risk-communication/covid-19-transmission
Infodemic management
https://www.who.int/teams/risk-communication/infodemic-management
COVID-19 vaccines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covid-19-vaccines
Fair allocation mechanism for COVID-19 vaccines through the COVAX Facility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fair-allocation-mechanism-for-covid-19-vaccines-through-the-covax-facility
Draft landscape and tracker of COVID-19 candidate vaccines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draft-landscape-of-covid-19-candidate-vaccines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raphics/covid-vaccine-tracker-global-distribution/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World Bank
https://blogs.worldbank.org/voices/2020-year-review-impact-covid-19-12-char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external sites.
The mention of specific companies does not imply that they are endorsed b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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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ho.int/epi-win

I. TRIPs 면제 논의 동향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RIPs 면제 제안
-

WTO의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일부 규정을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의약품에 대해 면제해야한다는
2020년 12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안(IP/C/W/669)으로 촉발됨.

-

60여 개도국과 저개발개도국은 해당 제안 지지

-

현재 지식재산권 체제하에서는 COVID19 종식에 필요한 충분한 백신 생산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음

-

현재의 백신은 공적 자금과 전세계적 협업,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므로
지식생산권의 pooling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필수 생산품에 대한 생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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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RIPs 면제 논의 동향

‐

신임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들이 국가별 인구 대비 백신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며,
백신 생산과 공급 확보를 위한 TRIPS 면제 및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논의를 지지했고,
MC12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TRIPS 면제 논의는 WTO 차원에서 지속하되, 제약업체와 개도국 간 라이선스 계약 확대를 통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신속한 백신 생산 증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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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RIPs 협정 개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WTO TRIPs 협정의 등장

위조상품의 국제 무역 규율

지식재산권 행사 조치 및 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율

 의약품 관련 특별강제실시권 제도 개선
‐ 2017년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시자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강제 실시 관련 기술로 제조된 의약품을 개도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개정
* 개도국의 다수가 의약품 제조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3국이 의약품을 제조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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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RIPs 협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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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 입장

 TRIPS 적용 면제 필요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차
-

회원국들은 TRIPS 적용 면제의 인도적 의미에는 동의하나, 지재권 면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개도국들은 TRIPS 면제에 찬성하며, TRIPS 협정으로 인해 개도국의 백신 생산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 백신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장이 현재 및 미래의 새로운 백신 개발과 혁신의 인센티브임을 강조
TRIPS 면제를 위해서는 ‘지재권이 백신의 생산과 자유로운 교역의 장벽으로 작동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미국과 EU는 기업이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개도국 기업의 생산을 허가하는 방식을 지지하며,
세계보건기구 등의 ‘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COVAX AMC)’나 코백스 퍼실리티와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음
6

III. 주요국 입장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지재권 유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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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 입장

 대규모 확산에 취약하고 백신 개발 및 생산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은 지재권 면제를 지지.
현재 100여개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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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 입장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식 재산권 면제 지지로 입장 선회
-

2021년 5월 5일 WTO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힘

-

지재권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펜데믹 종식이 시급하기에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

-

자국내 백신 확보가 안정화 되면 글로벌 백신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 약속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위한 입장 변경으로 평가됨
- 중국,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개도국에게 무상 지원하는 등 백신 외교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음
*중국의 시노팜 5/7 시노백 6/1 WHO 승인

- 바이든 정부는 국제 백신 공급을 위해 8천만회 분의 백신 공여, COVAX에 40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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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 입장

 EU는 TRIPs 유예에 반대 하면 강제실시권의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대안으로 제시(6.3)

‐

회원국은 팬데믹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확인하고, 국가들이 권리보유자와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함.

‐

제조업자들이 백신 또는 치료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리보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함.

‐

강제실시권은 코백스를 통한 백신의 공급을 포함하는 모든 수출을 다룰 수 있음.

 EU의 회원국의 입장은 상이
-

독일은 지재권 보호가 혁신의 동력이며 보호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힘

-

스페인, 이탈리아는 지지권 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10

III. 주요국 입장

 인도·남아공 등,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최소 3년 면제 제안
‐

인도, 남아공 등은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보건제품·기술의 지재권 면제를 위한 제안서 개정안을 WTO
에 제출(5.22)

‐

코로나 19의 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 지고 있음.

‐

최소 3년간 지재권을 면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건상품과 기술로 범위를 한정한 것이 제안서의 핵심 내용

‐

많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은 WHO의 COVAX AMC를 통한 백신 공급은 선진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통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임.

‐

특별강제실시제도는 제도적ㆍ법적 제약이 크기에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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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전망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WTO 차원의 해법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TRIPS 적용 면제와 관련하여 WTO에서는 MC12 이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
- 인도, 나이지리아 제안서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 될 것
- 이와 별개로 주요 백신 개발국 및 선진국의 백신 공여 증가가 예상됨
- 미국도 백신 수출을 제한하였다가,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변국을 중심으로 백신 지원 확대

- G7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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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전망

 TRIPS 면제보다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AMC 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생산 라이선스 확대를 통한
백신 생산 및 분배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
‐ WTO 차원에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평한 백신 분배가 필수적이지만,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선진국과 제약업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한국
- 한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V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음
- 지재권 면제 합의시에도 복제약 생산 등의 핵심 백신 생산국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공적 원조 확대와 백신 생산 부족 해소를 위해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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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 국제적인 코로나백신 지원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 COVAX에 1천만달러를 기여하고 천만도스를 확보 중
• 미국 20억달러, 독일 18억달러, 캐나다 9억 4천만달러 EU 3억 6400만달러,

• 한국은 G7 회의에서 추가 2억달러 COVAX AMC 기여계획 발표

•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의 구체화된 추진 필요
• 현재 계획된 AZ 1억 5천만 도스 생산 등 이외의 추가적인 생산 조달 계획
• 병입단계를 넘어선 원액생산 등의 백신생산의 역할 확대 추진

• 향후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필요
• 글로벌한 K-방역을 논하는 것에 준하는 기여가 필요
• COVAX와 CEPI 지속적인 지원의 제공이 필요

Gavi COVAX AMC Summit

• Hosted today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Gavi
• Raised US$ 2.4 billion from nearly 40 donor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foundations, exceeding the funding
target and bringing the total pledged to the COVAX AMC
to US$ 9.6 billion to date
• Japan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ending the acute
phase of the pandemic by pledging US$ 800 million,
making their total contribution to the COVAX AMC
US$ 1 billion.

COVAX AMC Vaccine Support

• Of the nearly 19 million doses that will be
shared through COVAX, approximately 6 million
are slated for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 Of the 80 million doses (13 percent of the total
U.S. vaccine production), 75 percent will be
donated through COVAX, prioritizing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outh and
Southeast Asia, and Africa.

G7의 백신 기부 약정
• 개도국을 위해 10억도스 공급 약정
• 미국 5억도스, 영국 1억도스, 프랑스 3천만 도스

• 중국의 백신외교 견제 측면
• 조건없는 백신 제공의 강조 (No string attached)

• 시민사회의 비판은 여전
• 신속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백신의 제공
(세계인구 7% 분량, 2023년까지 제공한다는 기한)
• 현재 전세계적으로 11억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Oxfam)

• 지적 제산권 유예는 포함되지 않음 (제약회사의 반대)

"Surely, these 500 million vaccine doses are welcome as they
will help more than 250 million people, but that’s still a drop
in the bucket compared to the need across the world"

- Niko Lusiani, Oxfam America’s vaccine lead.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 한국 기업의 역할
•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백신생산기반 제공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생산 중 & 모더나 국내 완자 위탁생산
• AZ 백신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 (현재 SK 바이오 1억 5천만도스 -> 5억도스까지 생산량 증가 가능)

• CEPI는 GC 녹십자를 통해 5억도스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 (현재 한해 완제품 생산역량 4억도스)
• 향후 코로나 변이 발생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백신 연구개발 지속 (SK 등에 CEPI의 지원 중)

• 백신 분야에 대한 코로나 이후 한국의 전략이 필요
• 국내백신개발 여건 강화 – 백신주권의 개념
•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Global Good으로서의 백신에 대한 역할 활성화
• IVI와 파스퇴르 연구소 등 국내 소제 백신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CEPI 및 GAVI에 대한 전략적 지원 확대
• 신규백신개발과 생산의 한국의 역할을 위한 게이츠재단 등과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쉽 구축과 추진

국제적 판데믹 조약 및 구체적 행동방안
• 판데믹 대응에 있어서 경보 시스템, 데이터 공유, 연구 및 지역,
지방 및 글로벌 생산과 의료의 분배와 백신, 의약품, 진단 및 개
인 보호 장비와 같은 공중보건 대응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
적인 협력의 강화

• 판데믹 발생의 상황의 조기 보고 및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
가들이 참여 강화 및 강제화 기제 방안 마련
• 판데믹 발생 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의 관리와 보상의 실현 등
이 준비될 수 있도록 평상시 이에 대한 접근전략 마련

WHO 및 UN을 중심으로한
다자기반의 글로벌 판데믹 대응체제의 강화
• WHO를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판데믹 대응 거버넌스체계 구축 추진

• 글로벌판데믹 발생의 조기 경보체제 및 데이터 보고와 공유체제의 개선
• 글로벌공중보건 위기 선포 결정의 신속한 결정 및 실행 메커니즘 구축
• WHO를 넘어서는 UN 차원의 보건안보대응 관련 의사결정 구조 제시
• 인간보건을 넘어서는 동물 보건이슈까지 One Health 개념의 확대

글로벌 판데믹 대응기금의 독립기구화
및 WHO의 기능과의 연계
• 단지 세계은행의 관리에 맞기는 것이 아닌 UN을 중심으로 하여
WHO가 기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 기구화를 추진
• 평상시 자금이 원활히 확보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판
데믹 대유행 발생 시 조기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조기에 현장에
전달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ccess to COVID19 Tools (ACT)
Accelerator

• The ACT-Accelerator is
organized into four pillars of
work: diagnostics, treatment,
vaccines and health system
strengthening.
• Each pillar is vital to the overall
effort and involves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ACT-Accelerator의 상설 기구화 추진
• ACT-Accelerator: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Global Fund가 WHO와 공조하여 코로나19만이 아닌 향후 진행
될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글로벌 판데믹
대유행 발생시 Access to Pandemic Tool Accelerator (APT
Accelerator)로서의 기능을 수행
• 판데믹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와 보호장구, 치료제를 신속하게
조달, 공급할 수 있는 대륙별 긴급조달허브의 구축을 추진

COVAX Facility의 상설 기구화 추진
• 판데믹 백신 글로벌 퍼실리티 (Pandemic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 PAVAX)의 개념으로 GAVI
가 WHO와 공조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 CEPI의 기능과 연계하여 잠재적인 미래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에 의한 글로벌
판데믹 시에 이에 대응한 가속화된 백신 개발의 투자와 연구개발의 추진 및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
고 글로벌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달/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대응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와 대비기금 마련을 추진
• 이를 통해 판데믹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백신 개발과 공급 조달 기재가 상시적으로 준비
되어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함.
• 대륙별 판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백신생산 및 조달 허브의 마련

기존의 IHR과 GHSA체제를 기반으로 한 노력의 재평가
및 개선/강화된 이니셔티브 추진
• 기존의 IHR과 GHSA 체제가 향후 판데믹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COVID-19에 대한 대비를 이루지 못했던 측면을 보완한 글로벌보건
안보 이니셔티브의 추진
• 아시아태평양 코로나19 대응 경험의 정책평가 및 경험공유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초기에 강력하게 코로나19 발생과 전파에
대응을 추진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하
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Asia Pacific Experience for repsonding to
COVID-19 Pandemic)

아시아태평양 코로나19 대응 경험의
정책평가 및 경험공유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초기에 강력하게 코로나19 발생과 전파에
대응을 추진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하
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Asia Pacific Experience for repsonding to
COVID-19 Pandemic)

Asia Pacific Strategy for Emerging
Disease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APSED) III

Adapting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s for health-related emergencies
• Highlights adaptive and flexible applic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15 selected AsiaPacific countries responding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COVID-19 pandemic.
• Analyzes how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re applied or activated to manage health-related
emergencies, focusing on four main aspects:
•
•
•
•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NDMO);
Risk reduction, preparedness, and awareness;
Multiplicity of disasters

• Summarizes how the selected countries have appl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practices to COVID19 response, following a multi-hazard approach for
both natural and other hazards.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보건안보 이슈의 접근
신안보 위협의 개념으로서 보건안보의 개념 및 국제협력의 방향
•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안보 개념에서의 신흥안보 문제로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
• 21세기 주요 신종 감염병의 진원지가 동아시아라는 점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질병 감시ㆍ대응 네트워크 구축 고려가 필요

• 한국의 자국의 보건안보의 개념에서 글로벌보건안보의 이슈를 공고히 하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보건안보에 밀접하게 기여하는 지역보건안보(regional
health security) 강화에 있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지역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지원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판데믹 대응/보건안보 거버넌스체제에서의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쉽 기반의 구축
• 국내부처 및 기관
• KOFIH,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 EDCF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범점부감염병대응
위원회
• 외교부, 보건복지부

• 국내기반 국제기관
• IVI (국제백신연구소)
• Right Fund

• 국제기구

• WHO, UNICEF, UNOPS, UNDP
• OIE, FAO

• 개발은행

• World Bank, ADB

• 국제기금

• CEPI, GAVI, Global Fund, UNITAID

• 국제민간기금 파트너

• Gates Foundation, CHAI
• Welcome Trust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 Mark Lowcock(UN Aid Chief)
“Our global health security is only as strong as our
weakest link”
-Roslyn Morauta(Vice-Chair, the Glob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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