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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동안 인도에 소아마비 발병 보고 없어… 면역 활동 계속돼야 
 

에반스톤, 일리노이(2012년 1월 12일) — 그 동안 소아마비 발병국으로 남아 있던 인도에서 지난 

1년 동안 단 1건의 소아마비 발병 사례도 보고되지 않아, 전세계 로타리안들은 소아마비 박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 같은 성과를 조심스레 경축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근까지 야생 소아마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로타리 지도자들은 이번 성과가 120만 회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국 면역의 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면역 활동을 지원해 준 11만 6,000 명의 인도 

로타리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도, 바피 출신의 칼리얀 배너지 RI 회장은 “전세계 로타리 형제 자매들의 후원에 힘입어 인도 

로타리안들은 수 백만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전국 면역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타리가 인도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취에 대단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힌 

칼리얀 회장은 “그러나 이것이 소아마비 박멸의 완결은 아닌 만큼,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인도와 다른 국가들에서의 박멸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도에서 소아마비 박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디팍 카푸르 위원장은 “이번 성과에는 인도 

보건부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 정부는 국내 소아마비 박멸 활동에 1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푸르 위원장은 “소아마비 박멸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다행히도 인도 정부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푸르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월과 2월, 3월에 개최되는 전국 면역의 날 행사를 통해 1억7,400만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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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모든 테스트에서 그 결과가 “네가티브”로 밝혀지면, 인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이동이 차단된 국가로 공표되며, 앞으로 

소아마비 발병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들이 소아마비 

바이러스 재유입에 따른 “위험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인도와 다른 소아마비 발병국가들, 

그리고 위험 국가들에서의 면역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와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18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어, 인도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소아마비 퇴치국가로 분류되어 왔던 중국에서 

2011년 보고된 소아마비 발병 사례도 추적 결과 파키스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1985년에 소아마비 박멸 프로그램을 시작한 로타리는 1988년부터 WHO와 유니세프,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와 함께 소아마비 박멸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의 파트너로 소아마비 박멸에 

앞장 서 왔다. 이 기간 중 연간 35만 건에 달하던 소아마비 발병 건수는 연간 604건(2011년 

기준)으로 줄어들어 99퍼센트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발병 사례가 

42건 밖에 보고되지 않았었다.    

 

로타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소아마비 박멸에 대한 인식 확대와 주창 활동을 벌여온 외에도, 

10억 달러의 기금을 박멸 활동에 기부했다.  현재 로타리안들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로타리에 기부한 3억5,500만 달러에 상응하기 위한 “로타리 2억 달러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그 마감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다. 

 

로타리는 전세계 200여 국가 및 자치령에 소재한 3만4,000개 클럽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도주의 

단체이다. 120만 명에 달하는 로타리 회원들은 인도주의 봉사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비즈니스, 전문직, 지역사회의 남녀 지도자들로서, 현재 로타리의 최우선 과제인 소아마비 

박멸에 앞장서고 있다.   

 

소아마비 박멸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기타 정보는 www.rotary.org/mediacenter 를 참조한다.   

 

 
### 

http://www.rotary.org/media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