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셀로나 성명문 

여기에 서명한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정치적 대표로써, 모든 남녀와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질병의 포학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럼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폐결핵은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전염병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속적으로 매해 

150만 명을 죽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질병은 제일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일은 세계적 정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2. 현재 폐결핵과 싸워가는 진행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백 년 동안 이 

질병은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태에 위협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없애는 진전에 속도를 가속하는 것은, 세계 모든 정부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로울 것 이라는 데에 인지를 해야 할 것이다.  

3. 다재내성 폐결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질병을 적절하게 대처 하는 데에 

집단적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환자들에게 자주 힘겨운 짐을 지웠으며, 이 질병 대책에 

있어온 진전을 역행하도록 했으며, 그것은 엄청나게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했기에, 시급한 행동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4. 폐결핵 치료를 위한 현재 처방약은 불충분할뿐 아니라 백신과 진단도 부족하며,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상업 시장은 폐결핵 환자들을 방치해 두었다. 

5. 폐결핵은 환자에게 세 곱절의 짐을 얹어준다. 질병 자체가 결정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치료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낙인과 공포가 가져온 사회적 분리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 건강 프로그램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6. HIV나 당뇨가 폐결핵과 함께 발전되면, 치료과정 동안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증가된다. 이 때문에 폐결핵과 관련된 질병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더뎌지고 환자들의 

사망률과 발병률은 증가된다. 그렇기에 보건 시스템은 대표적인 동시감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야 한다.   

폐결핵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해, 필요로 하는 세계적 국가적 자원을 확보하고, 

정치적 의제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압력을 넣는 데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7. 모든 환자들–그들이 누구고, 어디에 살고, 지불할 능력이 있던지 간에– 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결핵 진단이나 치료는 절대로 

환자들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피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공공 보건에 의해 구동 된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요구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급하게 필요한 새로운 치료제, 진단 도구, 백신이 제공되는 것을 지원하고 향상 

시켜서 새로운 치료법이 접근가능하고 저렴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이 제공 

되도록 한다.  



9. 이 질병에 응답하는 중심이 취약한 그룹의 환자들인 것을 감안하고, 폐결핵에 대한 

모든 부분, 예방, 탐지, 치료의 모든 부분을 맡은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를 지지하며 

낙인을 무너지게 해서, 환자들에게 이 질병에 대한 응답에 관해 더 강한 목소리를 

갖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전세계적 의원들의 간부회의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

해서 폐결핵 질병에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압박을 넣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공공 

기관과 함께 일한다 -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UNITAID, the Global Fund, the Stop 

TB Partnership, the Union and UNAIDS, 세계를 가로지른 비정부기관들 그리고 세계에 있

는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분리를 가로지른 접근과 우리 자국 내외에서 폐결핵의 종식을 

가져오는 것을 한 세대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헌신을 구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