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의 중요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캠페인에
대한 주목”
성인 예방 접종에 관한 논의를 전환하기 위한 10개국 연구
성인 예방 접종에 관한 논의의 전환은 국제 노령화 연맹(IFA)에 의해 실행된 우리 인구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 나이든 성인과
만성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인플루엔자 캠페인의 현황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이다.
오늘 IFA 는 캠페인 내용 및 구체성, 그리고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관해 10개국(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의 표적 인구 집단에 공중 보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상세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제공하는 요약 보고서를 내게 되어 기쁘다.
가장 흔한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650,000명까지 목숨을 앗아 간다. 이 사망 건수 중, 대략 90%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권고되는 행위이지만, 나이가 든 성인들과 보다 허약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 간에
예방 접종률은 최적 상태 아래에 머무른다.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의사 전달이 실행되는 것에
있어 주의가 충분하지 못하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이 연구가 분명히 보여줬다.
연구를 행한 10개국 전반에 걸쳐 가장 염려스러운 관찰 내용은 문맹률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차별화된, 위험에 취약한 인구 집단들에 보내는 메시지의 ‘똑같음’ 또는 보편성이다.
정부 포털이 중요한 정보 처리소의 역할을 하지만, 메시지는 수동적으로 전달되며 정보의 눈사태에 종종 파묻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중 보건 메시지의 양방향성을 활용하지 않고 예방 접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곱 가지 기본 원칙은 10개국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한 증거를 가지고 만든 효과적인 성인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캠페인에 대한
IFA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이 원칙들은 종합적인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관한 정책 세트를 기반으로 하여 모아졌지만,
효과적인 의사 소통 캠페인은 잘 정의된 청중, 복수의 도구 및 채널, 정기적인 정보의 갱신, 현실적인 타임라인 및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굳건한 참여와 지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내용, 구조 및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캠페인의 전파에 있어 완벽한 점수에 훨씬 못 미쳤다.
IFA는 개선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 및 수용 비율을 진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격차와 좋은 관행들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첫 번째 국제 기구이다. 우리는 전문가, 환자 및 권익 옹호 조직들에게 모든 레벨의 정부와 함께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관한 논의를 전환하도록 요청한다.
성인 예방 접종에 관한 논의의 전환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이판 정 씨(Dr. Jane Barratt)에게jbarratt@ifa.ngo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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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령화 연맹에 관하여: IFA는 정부, 비정부 조직, 학계, 산업 및 82개국이 넘는 나라에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회원 기반을 가진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이제 설립한 지 45년이 넘으며, IFA 는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 학문 분야 및 부문들에 걸쳐 일하면서, 노령화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아젠다를
추진한다. 세계 보건 기구 (WHO)와의 공식적인 관계와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관들에서 가진 일반 자문 지위를 통해, IFA 는 노화 관련 정책에 관련한 정부 간의 대화에 기여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 접종을 받아들이는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건강과 노화의 맥락에서 볼 때 IFA의 우선 순위이다. 대략 9년의 세월 동안IFA는 노화, 백신, 비전염성 질환,
공중 보건 및 희귀 질환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북미, 동남 아시아,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15회가 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들 전문가들과 그들 조직들의 많은 수로
구성되는 세계 성인 예방 접종 연합(The World Coalition of Adult Immunization)은 예방 접종의 가치와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전환하기 위해 최상의 정보 일부와
권익 옹호 이니셔티브를 제공한다. Vaccines4Life (www.vaccines4life.com)는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통합의 메시지와 행동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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