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에 나서세요
소아마비 종식으로 가는 길



오늘날, 소아마비로 사지가 마비될 뻔한 1,900만 명이 걸어다니고, 생명
을 잃을 뻔했던 150만 명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개선

만약 모든 소아마비 퇴치 노력이 오늘 중단된다면 10년 안에 연간 20만 
아동이 마비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없는 세상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보다 건강한 세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아동 건강 개선   

소아마비 감시 네트워크와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비타민 결핍증이나 홍
역과 같은 다른 아동 질환도 조기 발견, 치료됩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으로 지난 1988년 이래 이미 270
억 달러의 보건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2050년까지 추가로 140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혜택  

소아마비  퇴치는 인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퇴치된 인간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입니다. 

역사적 쾌거 

소아마비를  
퇴치해야 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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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와 맞서 싸우며,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소아마비 없는 세상은 실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실천에 나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면역 활동
매년 4억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백신을 투여합니다

감시 시스템 개선
사람이나 주변 환경 내의  

소아마비 바이러스 탐지를 위해 
질병 감시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인력 확보
15만 명 이상의 보건요원들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소아마비가 퇴치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수십만 명의 아동이 마비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 경비는 치솟을 것이며 소아마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아동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사합니다.

 
endpolio.org 에서 기부하세요

기금이 소아마비  
퇴치의 관건입니다



“로타리는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위해 나선 최초의 단체입니다. 
그동안 많은 로타리안들이 기금 모금, 면역 활동, 그리고 옹호 노
력에 앞장서왔으며, 이제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완수하려면 모든 로타리안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공동의장

3배로 늘어나는  
기부 효과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은 로타리가  
소아마비 퇴치에 사용하는 기금에 대해  

매년 5,000만 달러까지 2배로 상응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부액 

25$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50$+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기부금 총액 

75$
이 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150개
보건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조끼  

75개
백신을 냉장상태로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 

600개
백신을 투여받은 아동의 새끼 손가락에 

표시하는 보라색 마커

endpolio.org   

지원 방법

알아보기
공유하기
기부하기 

매 로타리연도마다 각 클럽은 1,500달러 이상, 지구는 지
구지정기금(DDF)의 20% 이상을 소아마비 퇴치에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클럽과 지구는 감사 표창
을 받게 됩니다. 

944-KO—(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