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백신면역연합, 2015년까지 2억5천만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0만 명에
달하는 조기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순항 중
중간검토보고서, 2015 년 목표 향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수행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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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이

2015년까지 2억5천만 명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거의 400만 명에 달하는 사망환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것이 이번 중간검토보고서의 결론이며, 오늘
발표된 이 포괄적이고 투명한 중간검토보고서는 2011˜2015년의 전략적 기간
중간검토로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및 공여 국가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전과제를 평가한다.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 Dagfinn Hoybraten은 “세계백신연합은 성공적인 공여
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2년 만에, 전략적 기간의 중간 시점에서 백신으로 생명을 구한
아동의 수 신기록을 달성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백신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망자를 방지하고, 수백 만 명의
건강과 복지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2011˜2015년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들이 2억 4천 3백만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외에 같은 기간 동안 거의 4백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도

순항

중이다.

이번

중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사이에 역사적으로 차이가
컸던 예방접종 접근성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케냐 킬리피
지구의 경우 백신 혈청 형으로 폐렴구균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아동의 수가
폐렴구균 백신 도입 후 채 3년도 되지 않아 38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중간검토보고서와 더불어 세계백신연합 웹사이트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실행 국가들과
세계백신연합 회원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백신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백신을

공급하고자

기울여온

노력을

반증

해주는

것이다.

중간검토보고서와 이 이야기들은 세계백신면역연합 자금조달 주기 중 중간시점에서
발표됐다. 그에 앞서 2011년 런던에서는 세계백신면역연합 최초의 공여회의가 열려,
추가 공여약속과 함께 총 미화 74억 달러 공여기부 약속을 받았다.

중간검토보고서는

세계백신면역연합

중간검토를

위해

파트너들-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세계은행,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시행 및 공여국, 시민 사회단체 및 백신
제조업체들-이 스톡홀름에서 모이기 2주 전에 발표됐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부 장관
Hillevi Engstrom과 John Dramani Mahama 가나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회의에서는
150명 이상이 참가해 중간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세계백신연합의 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중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백신연합이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의 네 가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ʻ사용 빈도가 낮고 새로운
백신 채택과 이용을 가속화ʼ, ʻ예방접종 범위를 늘리기 위해 의료체계 강화ʼ, ʻ예방접종
자금의 장기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높이기ʼ, 그리고 ʻ개발도상국들의 백신 시장 여건
개선ʼ이다. 중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진전을 이뤘다:
1. 세계백신면역연합은 2011년부터 총 67개 신형백신 도입과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했다. 2014년까지 세계백신연합이 지원하는 73개국, 아이티, 미얀마,
소말리아 및 남수단을 포함하여, 오가 혼합백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작은

느렸지만,

최근

새롭게

단장된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의료체계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가 예방접종 결과를 증진하는데 반영되도록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에 투자와 개선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3.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공동자금 지불(백신 비용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내는
분담금) 100%를 시의 적절하게 받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8월 현재, 67개 공동자금 국가들 중 64개국이 2012년 약속을 완수했다.
2011년˜2013년까지 공동자금 지불 금액은 미화 1억2천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이들 국가들을 지원하는 자금 중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또한 자국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4.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백신시장에서

예측가능성과

경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아동의 세 가지 우선 백신인 오가 혼합백신,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모두를 예방접종 하는데 들어가는 1 인당 비용을
2010년 미화 35달러에서 2012년 미화 23달러로 절감하는데 공헌하였다.

중간검토보고서는 또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강조한다.
이들 과제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ʻ공급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국 내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모색ʼ, ʻ취약국들의 독특하고 까다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 형 접근법 채택ʼ, ʻ국민총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국가들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보장ʼ 등이 있다.
세계백신면역연합 CEO Seth Berkley 박사는 “백신 출시 증가는 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고 새로운 백신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우리의
도전과제는 예방접종 보급률을 확대 유지하며, 예방접종 보급의 형평성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보건 도구 중 하나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날까지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즉,
세계보건기구가 모든 아동에게 권장하는 백신 11가지에 대한 접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건강한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중간검토보고서 확인 가능: http://midtermreview.gavialliance.org
기타사항들은 세계백신면역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gavialliance.org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 소개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과 기여국 정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세계은행, 백신업계, 전문기술기관, 시민사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그리고 기타 민간부문 파트너들을 연계한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양질의 백신 공급과
지속 가능한 자금확보를 위해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공동자금 지불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재정 시스템을 이용한다. 또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은 2000년부터 3억7천만 명의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에 자금을 지원하고, 550만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Facebook 또는 Twitter 홈페이지 방문 가능 www.gavialliance.org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각 국 정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유럽위원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민간과 기업 파트너들[Absolute
Return for Kids, Anglo American plc., The Childrenʼs Investment Fund Foundation, Comic
Relief, Dutch Postcode Lottery, His Highness Sheikh Bin Zayed Al Nahyan, JP Morgan, “la
Caixa” Foundation, LDS Charities, Lions Clubs, OPEC and Vodafone] 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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