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일관된 캠페인 주제를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 년 LHLH 캠페

인을 벌이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옷E다. 유엔과 각국의 민간단체

및 정부는 일관된 캠페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lDS 내용

I 리더십 I

I 예방 I

RED RIBBO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은 구체적으 

로 예방 캠페 인 오명 완화 의료의 인프라 구주 필요한 자원 

공급, 치료와 케어 제공, HIV/AIDS 감염인에 대한존중등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모든분야에서 에이즈와의 투쟁을전략적으로 실행힌다.

- 나라와지역사회의 연계를강화한다.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계를 강회-한다.

그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 丨 신 수 린 • 본회 사업부장

Promise
1988년에 처음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이 제정되었고, 1997년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의 캠페인 주제는 따 op AIDS： Keep 

the Rpmise”이다 무슨뜻일까? 왜 이런 주제가 제정되었을 

까고개가 갸件뚱해진다 사실 2003년도에 “Stop AILS： Keep 

the Piomise"라는 주제가 나왔고, 二L 외에도 "takingpersonal 

responsibility in the fight against AIDS". 'Accountability" 라 

는 주제가 제시되었다 최근의 에이즈와 연관된 국제정세의 변 

화, 즉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TV/AIDS*와 이에 

따른 정책변화에 맞추어 국제정책 운영위원회에서 “Stop 

AIDS： Keep the Promise”로 제 정하였다.

캠페인 주제는 각 정부의 지도자들이 에이즈의 파괴력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직성을 가지고 직접 활 

동함으고써, 에이즈는 전 세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대응하는 행동을보여야 한다는 동기에서 제정되었다.

- 고위험그룹에서의 에이즈감염률음 낮춘다

- 직장나 이주노동자 사회 등에서의 에이즈 인식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병원에서는 에이즈 전파 예 

방을 위한 노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2005년도까지 오명완화, 책임있는 행동권고, 여성용 및 남 

성용 콘돔에 대한 접근성 증가, 안전한 주사바늘 사용, 안전한 

혈액공급. 자발적 익명검사의 활성화 등을 에이즈 예방 프로



그램에 참가한다.

- 2005년도까지, 15-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에이즈예방 

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2005년도까지 수직감염률을 20%로 줄인다.

I 케어와지지 I
- 국제사회와 모든 지도자들의 혀력으로 감염인에게 에이 

즈 약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2005년도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계자, 가족 등의 능 

력을 증진시키고, 의료적. 동통완화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서의 체계를증진시킨다.

I 인권 丨

- 에이즈 감염인과 소수그룹의 차별에 대하여 법적, 정책 

적으로 금지한目.

I 취약그룹에대한 지원 I
- 경제적 불이익, 사회에서의 소외, 문맹, 정보부족, 차별과 

성 적 착취를 해소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정보와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고위험 그룹, 여성과 젊은 

이 등 에이즈취약고룬을 지원한다.

- 에이즈 고아를위한 지지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 • 경제적인 손실을 평가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힌다.

I 연구개발I
- 에이즈 백신 개발에박차를가한다

- 여성이 조절할수 있는 예방법을 개빌하여 수직감염률을 

낮추도록 한다.

- 에이즈 치료에 대하여 약부작용, 약 상호작용, 약독성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최신의 치료법과 괸-리법에 대한정보교환에 대한국제교 

류를 활발하게 한다.

I 전쟁이나 재해가 있는 경우 I

- 전쟁이나 재해에 반응한 HIV/AIDS 인시 예방, 케어와 

치료와관련된국제적 구호를 받는다

- 평화봉사단 등 군대에서도 HIV/AIDS에 대한 훈련을 받 

도록 한다.

I 자원 I
-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국제 

적, 지역적으로 펀드 마련을 위해 국가들의 약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 2005년도까지 매년 70억~100억 달러의 돈이 에이즈에 

사용되어 야한다.

- 선진국에서는 연간 GN叩의 0.7%가 에이즈 펀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이즈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빚이 많은 나라는빚 탕갂으로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도와 

야한다.

- 에이즈，결핵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의 펀드조 

성에 협 력해야 한다.

I 평가 I

-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의 복표에 

맞는지에 대한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한다.

-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통해 목표 성취 

에 대한 정보교환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국가적 인 수준에서 최소한 1년에 하루는 국회에서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의 목표의 성 

취여부에 대한회의를주최하는 것이 권고된다.

상기에서 본 것처럼 에이즈는 이제 하나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기 때문 

에 각 개인이 에이즈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 키 자는 데 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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