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istics I 세계 에이즈 현황

전세계 에이즈감염인 3,950만명, 
올해 290만명 사망 글편집실

올해 에이즈(HIV)에 감염돼 숨진사람은290만명이며 

430만명이 추가로감염된것으로나타났다. UNAIDS와 

MEO가발표한 2006년도에이즈현황 보고서에 따르 

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은 395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매일 1만］000명의 새 감염인이 생기는 

것으로 매 8초마다 1명꼴이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8000명에 이른다. 전체 감염인 중3720만 명이 성 

인이며 230만명이 15세 이히의 소아이다.

오늘날 전세계 감염인의 약63%(2,470만명와에이 

즈로 인한 사망의 약 34%가 사하라이남 지 역에서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감염인중여성의 비율은무려 

59%에 달했다. 최근들어 진단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 

것으로 이 지역에서 에이즈발병이 줄기 시작했다고 속 

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틴 아메 

리카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남성 동성애자나 주사 

약물중독자에 있어서의 에이즈 감염은 여전히 높은 것

〈2006년 지역별 HIV감염인 ・ AIDS환자 현황〉•단위 명

북아메리카

감염인 환자 수: 140만 

신규 감염인 수: 43,000 
성인감염률(%): 0.8 
사망자 수 18,000

카리브연안국

감염인 환자 수 250,000
신규 감염인 수 27,000
성인감염률(%): 1.2
사망자 수: 19,000

신규 감염인 수 140,000
성인감염률%): 0.5
사망자 수: 65,000

유럽

감염인 환자 수: 740,000
신규 감염인 수 22,000
성인감염률(%)： 0.3
사망자 수: 12,000

북아프리카 & 중동 

감염인 환자 수: 460,000 
신규 감염인 수 68,000 
성인감염률%): 0.2 
사망자 수: 36,00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감염인 환자 수: 2,470만 

신규 감염인 수: 280만 

성인감염률(%): 5.9 
사망자 수: 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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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감염 확산추세가 일시 주춤했던 북미와 

서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다시 증가추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적 소수그룹에서 특히 에이즈 감 

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토착 원주 

민들사이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 

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 

아나 동유럽에서 지난 2년간HIV 감염률이 50% 이상 

증가, 감염률증가폭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감염인은 860만 명으로 전 세계 감염인 

의 21.5%이다. 이 중 인도가570만명으로, 아시아전체 

의 66.3%에 달했다. 중국은 65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이 

불법 의약품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 베트남 

은2000년 이후감염인이 두배로늘어 25만명이 됐으 

며 태국은58만명, 일본은1만7000명으로집계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확산 방지 프로그램들이 등 

장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에이즈 

감염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집중 

적으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감염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UNAIDS는 "지난해 처음으 

로 항바이러스 약품을사용한 에이즈 감염자 30만명이 

목숨을 연장했다면서 어〕이즈 치료제를사용하는 계층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항바이러스 약품 가격 인하와 에이즈 퇴치를 위한국제 

기금 조성 등으로 빈국의 감염자들이 전보다는 쉽게 약 

품을구할수 있게 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많은사람들이 

치료를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유럽 & 중앙아시아

감염인 환자 수 170만
신규 감염인 수: 270,000 전세계 네V/AIDS통계 《단위 만 명〉

성인감염률(%)： 0.9 감염인•환자 수 3,950
사망자 수: 84,000 신규 감염인 수 430

동아시아
성인감염 K%) 1.0%

사망자 수 310
감염인 환자 수: 750,000
신규 감염인 수: 100,000
성인감염률(%): 0.1 감염인•환자 수 〈단위: 만 명〉

사망자 수 43,000 전체 3,950
성인 3,720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여성_____ 1,770

감염인 환자 수 780만
신규 감염인 수: 860,000
성인감염률(%): 0.6
사망자 수: 590,000

15세 이하 아동 230

신규 감염인 수 〈단위: 만 명〉

전체 430
성인 380
15세 이하 아동 53

사망자 수 〈단위 만 명〉

M 서|1사니 1사
전체 290

감염인 환자 수: 81,000 성인 260

신규 감염인 수: 7,100 15세 이하 아동 38
성인감염률(%)： 0.4
사망자 수 4,000 자료 _ UN시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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