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의 글로벌 백신 정상회담, 전세계 아동 백신 접종의 놀라운 진전 주목  

 

--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 전세계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시작을 선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2013 년 4 월 23 일 /PRNewswire/ -- 300 명 이상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건강, 

개발 관련 전문가, 백신 접종 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유명인사들과 자선가, 기업 관계자가 내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 1 회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에서는 

백신과 예방접종이 아이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상당히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초당 한 명의 아이가 폐렴, 로타바이러스, 

홍역, 뇌수막염과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려면 링크를 클릭: http://www.multivu.com/mnr/61396-bill-and-

melinda-gates-foundation-first-global-vaccine-summit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은 백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계 예방접종 주(World Immunization 

Week (April 24-30)) 기간에 개최돼 백신 10 주년(the momentum of the Decade of Vaccines)까지 계속된다. 

회담이 가지는 비전과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소아마비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기금(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공동 의장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키노트 연설자로 참여해 백신 분야의 발전을 축하하고, 이 발전을 가능하게 도움을 준 개인과 사회단체, 

협력기관과 국가의 공로를 기릴 예정이다. 빌 게이츠의 연설은 www.globalvaccinesummit.org 에서 

웹캐스트 라이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백신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평생 동안 그들을 지켜준다. 더욱 발전된 예방 접종 시스

템에 투자함으로써 소아마비를 퇴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우리에게도 이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글로벌 백신 활동 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 약 200 개 국가가 

지난 5 월, 글로벌 백신 활동 계획에 참여해 보다 발전된 예방 접종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 공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2020 년에는 약 2 천만 명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10 억 명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치료비로 쓰일 약 120 억 달러가 절약되며, 백신을 통해서 더 오랜 시간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삶을 영유하게 된 아이들이 8 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킨다.  

UAE 의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통치자인 셰이크 칼라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은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은 역사적인 세계 정상급 인물과 혁신가들의 회담으로 건강한 

글로벌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우리 또한 전 세계 아동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백신의 확산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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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예방접종은 어린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소아마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동안의 진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진전은 세계의 협력국들 덕분이었다. 오늘 날 우리는 영원한 

소아마비 근절의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총사령관이자 아부다비의 태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술탄 알 나흐얀 장군, 반기문 UN 사무총장, 빌 앤 멜린다 재단의 공동 의장 빌 게이츠의 후원을 

통해 개최된다. 

건강 관련 부 장관들과 의료 분야 종사자,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와 자선사업가가 참석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들이 백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소아마비 근절 

방안,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백신 보급 방법의 혁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의 

모든 의제는 여기(her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백신 정상 회담 협력 단체: UNICE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 the GAVI Alliance, and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아랍에미리트(The United Arab Emirates)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협력: 

2011 년 1 월 아랍에미리트 연합 총사령관이자 아부다비의 태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술탄 알 

나흐얀 장군과 빌 앤 멜린다 재단의 공동 의장인 빌 게이츠는 총 1 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각 

50 억씩 모금되는 기금은 중요한 백신을 구매하고 아프간과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협력관계 덕분에 대략 5 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6 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유니세프(UNICEF)가 약 3 천 5 백 만 명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유엔과 백신( UN and Vaccines)에 대해 

세계 아동의 80%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서 매년 250 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구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마다 2 천 3 백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 사망 아동의 대부분은 가장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극빈층의 아이들이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엔과 유엔 협력 국가에서는 백신의 조달과 배포, 지역 의료 시스템의 강화, 예방 

접종에 필요한 정기적인 자금 확보, 필수 백신과 그 외 생명과 직결된 필수품들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대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신념아래,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재단은 개도국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허기와 극심한 빈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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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단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적은 

리소스를 가진 자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소재한 재단은 빌과 멀린다 게이츠, 워런 버핏의 지도 아래 제프 라이크스 CEO 와 

윌리암 게이츠 시니어(William H. Gates Sr.) 공동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문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1.206.709.3400, media@gatesfoundation.org;  

고화질 사진과 영상: www.thenewsmarket.com/gates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