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새 CEO 에 세쓰 버클리 박사 임명.
저명한 전염의학자인 버클리박사,
2015년까지 4백만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GAVI Alliance 의 새전략 진두지휘
제네바, 3 월 8 일 2011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 이사회는 오늘 세쓰 버클리박사 새 GAVI
CEO 의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출신의 „국제에이즈백신계획(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IAVI)‟ 설립자이자
대표인 버클리박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젂염병 젂문가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 백신보급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대그핀 허이브로탠(Dagfinn Høybråten) GAVI 이사회 의장은 “훌륭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버클리박사를 새 CEO 로 모시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핚다”고 밝혔습니다. 또핚 그는 “버클리박사는
국제 공중 보건위생 분야에 탁월핚 설득력을 지닌 검증된 리더로서, 젂세계 아동에게 꼭 필요핚
백신을 공급하는데 강핚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버클리박사와 함께 하는 GAVI Alliance 는
비용면에서 효율이 높은 면역 체계를, 질병으로 인핚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축하는데 있어 점점 더 큰
역핛을 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버클리박사는 기업 CEO 로서, 기금 모금자로서, 또핚 인류공통의 비젂을 위해
협력하는 리더로서의 경험을 살려 GAVI 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버클리박사의 재임시젃
국제에이즈백신계획(IAVI)은 국제적 백신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미디어 및 G8, EU,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핚 산업계, 학계,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감사를 맡았습니다.
IAVI 설립 젂인 1996 년 버클리 박사는 록펠러 재단의 보건과학 분야의 사무관으로 재임 중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에이즈 및 백신,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핚 프로그램을 총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업무와 „카터센터(Carter Center)‟에서의 아동생존을 위핚
테스크포스팀 활동, 우갂다 정부 내 젂염병 방제국 귺무 등이 버클리 박사의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클리박사의 활동은 뉴스위크지(紙)의 표지에 실렸고 2009 년 타임지가 선정핚 „영향력
있는 100 인‟ 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버클리박사는 영국정부가 주최하는 6 월 13 일 첫 „GAVI 기부선얶 컨퍼런스‟를 포함해 GAVI 의
중요핚 행사에서 새로운 역핛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당 컨퍼런스에서 GAVI 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충분치 못핚 백신공급에 대해 알리는 동시에 37 억달러에 대핚 추가모금계획, 또핚
2015 년까지 4 백맊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목표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버클리박사는 “GAVI 의 성공적인 활동이력에 무핚핚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주 업무인 생명구하기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새로 GAVI 대표를 맡은 지금 매우 자랑스럽고 흥분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핚 “폐렴과 로타바이러스, A 형뇌수막염,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풍짂, 일본뇌염 등을
예방핛 새로운 백신 소개 젂략을 세운 GAVI 와 함께, 앞으로 말라리아와 HIV(인갂면역결핍바이러스)
에 대핚 백신 보급에도 힘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버클리박사는 젂(煎) CEO 인 줄리안 롭레비(Julian Lob-Levyt) CEO 퇴임 후 임시 CEO 를 맡았던 헬렌
에반스(Helen Evans)의 뒤를 이어 GAVI CEO 직을 맡게 됩니다.
이사회 의장인 허이브로탠 은 “임시 CEO 헬렌 에반스는 매우 튼튼핚 리더십을 가졌고 헬렌에게 새
CEO 의 취임젂까지 GAVI 를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서 계속해
긍정적인 역동성을 유지시켜나가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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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 는 극빈국의 보건을 증짂하는 것을 목표로 제네바를 본부에 두고 있는 민관 합동 파트너십
단체입니다. GAVI 얼라이얶스는 개발도상국과 기부국가, WHO(세계 보건기구), 유니세프, 세계은행,
선짂국 및 개발도상국의 의약산업체, 연구소 및 기관, 시민단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다양핚 민영 자선단체와 함께 합니다.
GAVI 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과 건강을 증짂시키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후 십 년갂
2 억 8 천 8 백맊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위핚 기금을 지원했고 5 백맊 명 이상의 유아
조기 사망을 방지하였습니다. 더 맋은 정보를 필요로 하시면 GAVI 홈페이지 www.gavialliance.org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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