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을 향한 도약: 
강변실명증에 맞서다



치명적인 시력 손상의 위기

전체 인구의 40%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풍요롭게 
흐르는 물가에 자리한 삶의 터전과 비옥한 토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상충증 때문입니다. 

사상충증은 보편적으로 강변실명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속이  
빠른 물가에 터를 잡고 사는, 기생충에 감염된 흑파리에게 물릴 
때 발병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보편적 증상으로는 
극심한 가려움증, 발진, 피부 변색,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삶이 파괴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강변실명증 감염자는 2,500만명 이상이며, 
1억2,300만명이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기생충 때문에 약 30만 명이 실명했으며,  
80만 명의 시력이 손상되었습니다. 

•  감염된 사람들의 99%가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예멘과 아메리카 대륙  
6개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dc.gov/parasites/onchocerciasis/gen_info/faqs.html 2도전을 향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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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실명증의 생리적 영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이 더욱 황폐해집니다. 감염된 흑파리는 
주로 비옥한 토지 인근의 물가에서 매우 급속히 
번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해 강가에 위치한 집과 땅, 생계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상충증의 악영향으로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이 크게 손상되어 피해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플래토 
주와 나사라와 주에서 사상충 전염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세계 최대 강변실명증 전염국에 
밝은 미래가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재단
(LCIF)의 지원 덕분에 2013년 콜롬비아에서  
사상충증이 사라졌고 이어 2014년 에콰도르, 
2015년 멕시코, 2016년 과테말레에서도 각각  
사상충증이 사라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확인했습니다.

강변실명증에 맞서다

희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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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CIF는 전세계 사상충 퇴치를 위해 4,500만  
달러 가까이 교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800만  
달러는 라이온스와 카터재단(TCC)이 협력하는 사상충증  
프로젝트에 지급되었습니다. 

지미 카터와 로잘린 카터 전 미국대통령 (및 라이온) 내외가 
설립한 TCC는 평화를 유지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희망을  
구축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CC의 사명은  

국제협회 및 LCIF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TCC가 라이온스  
인도주의 봉사의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TCC와의 협력관계로 1,700만 명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시력우선 사업의 성과 덕분에 약  
900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LCIF는 교부금으로  
2억7,500만 개의 멕티잔® 치료제를 제공했습니다. 이 중  
2억1,800만 개는 카터 센터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변실명증 종식에 한 걸음 다가서다

카터 전 대통령 및 카터 센터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라이온스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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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력단체의 자원을 활용  

1994년부터 국제재단 (LCIF)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온 카터  
센터 (TCC)는 강변실명증 퇴치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25년  
이상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플래토 주와 나사라와 주에서  
기생충 치료제 이버맥틴 (미국 Merck & Co.사에서  
기부한 맥티잔®)의 대규모 투약 사업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강변실명증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대규모 
투약 사업을 마무리한 성과로 기록됩니다.

LCIF는 TCC와 협력해 아프리카와 미주 전역에서  
강변실명증 및 트라코마, 예방 가능한 세균 감염증에 
지속적으로 맞서는 프로그램에 6,3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LCIF와 TCC의 
협력관계는 11개국에 2억1,400만 개의 멕티잔®을  
배포하는 성과를 견인했습니다. 

플래토 주와 나사라와 주에서 대규모 투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은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서 재발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TCC 강변실명증 퇴치 사업 책임자인 프랭크 리차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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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LCIF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TCC 본부에서 TCC의 CEO  
이자 은퇴한 대사인 매리 엔 피터스 (Mary Ann Peters)씨를 만났습니다. 두 단체는 
사반세기에 걸친 협력관계를 축하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강변실명증뿐만 아니라 
실명을 유발하는, 예방 가능한 박테리아 감염성 질환인 트라코마의 종식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LCIF와 피터스씨는 TCC-LCIF 파트너십의 저력,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 및 
향후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2020년까지 TCC의 강변실명증 및 트라코마 프로그램에 LCIF가 추가로 1,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하는 새로운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측의 협력관계 기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LCIF의 계속된 지원에 힘입어, 에티오피아에서 실시하는 라이온스-카터 센터  
시력우선 강변실명증 퇴치 사업은 2020년 말을 기해 사상충의 전염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LCIF가 제공하는 기금은 카터 센터, 라이온들, 에티오피아 중앙정부에서  
강변실명증과 실명을 유발하는 트라코마 퇴치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말리와 니제르에서 트라코마 퇴치를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도 쓰여질 것입니다.

성공을 기념하고 노력을 재정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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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보이다

나이지리아 플래토 주와 나사라와 주에서 거둔 성공은 아프리카에서  
강변실명증의 퇴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과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강변실명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변실명증 퇴치는 이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야노마미 족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13개 중 11개 지역에서 전염이 멈췄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서 강변실명증에 대한 대규모 투약  
사업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lcif.org/Grants를 방문하시면 라이온스 지구의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지원하는 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인력, 자원봉사자, 지역의 의약품 유통업자, 보건 종사자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구축 활동.

• 사업의 의사 결정을 위한 곤충학 및 역학 조사, 실험 결과 분석.

• 라이온스-카터 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역에서 반기별 이버멕틴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새로 발견된 지역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에 협력.

• 지역 전체 및 사업 지역에서 보건 교육과 인식증진.

• 8~10회의 치료가 완료된 지역의 영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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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실명증으로 인한 통증, 손상, 시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CC와 LCIF 간의 협력관계, Merck와 같은 선도적인 제약회사의  
기부 덕분에 강변실명증의 근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라이온 지원. 인류에 봉사. 희망 나누기.

• 기금 확대, 장비 지원, 인적 자원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안과 진료 기관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세계적으로 앞장섭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해 어린이 눈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라이온스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합니다. 

• 자원 봉사자 교육과 감독, 옹호활동, 수술 서비스,  
적절한 투약 등을 통해 사상충증 (강변실명증),  
트라코마와 같은 실명 및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합니다. 

• 굴절 이상에 대해 양질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비교정 굴절  
이상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주도합니다. 

• 시력우선 챌린지 기금을 조성해 라이온들과 협력단체에
서 소외지역에 대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봉사 방안을  
개발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라이온스가 주도하는 종합  
시력 검사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합니다.  

시각장애의 75%는 적은 비용으로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LCIF는 
캠페인 100을 통해 지구촌에서 예방 가능한 실명의 근절을 위해 사반세기 
이상 기울여온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 3,000만 명의 시력을 개선 또는 보존.

• 지구촌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4억1,500만 달러 투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LCIF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칩니다:

강변실명증 퇴치를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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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org/BE100을 방문하시면 캠페인 100이 세계 최대의 감염성 실명을 
근절하고, 예방 가능한 실명과 시력 손상을 감소시키고, 시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US$100로 2건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 세계 라이온들의 온정 어린 활동을 
지원하고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 기금모금에 협조해 주십시오.

기부하기!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1.630.571.5466  |  lcif.org/BE100 LCIF_Ebook_Vision_KO  2/19

LCI and LCIF are Equal Opportunity Providers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는 함께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https://lionsclubs.org/ko/give-how-to-give/campaign-100?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vision-tcc
https://lionsclubs.org/ko/donate?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vision-tcc
http://www.lcif.org/EN/our-work/be100/index.php?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s://lionsclubs.org/en/give-how-to-give/campaign-100?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vision-t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