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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대한간학회, 간염 청정국가로의 도약 위한 대국민 캠페인 진행
▪
▪

대한간학회, 7월 13일부터 4개월 간 바이러스성 간염의 질환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중간(肝)점검’ 라디오캠페인 진행
세계 간염의 날 맞아 네이버 ‘간 건강백서’ 지식백과, 소중한 간 되찾기 등 다양한
활동 함께 펼쳐

[2015년 7월 20일 – 서울] 대한간학회가 제5회 ‘세계 간염의 날’(7월 28일)을 맞아
C형과 B형 간염의 치료 및 진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간염 청정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중간(肝)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제 5회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국내 전체 간암 발병원인의 8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질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의 연계로 진행되는 라디오 캠페인 <중간(肝)점검>은 7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TBS 95.1MHz 교통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총 16주의 캠페인
기간 동안 세계 간염의 날과 간염 예방의 중요성, 만성 C형과 B형 간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촉구, 그리고 간 건강 수칙 등과 관련된 8가지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공익광고 형식으로 전달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간학회 홍보이사 안상훈 교수(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간경변, 간암 등의 중증 간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아직도 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질환 인지도 및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인식 부족이 실제 만성 C형 및 B형 간염의 조기 검진과
관리, 적절한 치료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매년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
질환에 의해 사망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바이러스성 간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70%가 거주할 정도로 질환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성 간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라디오 캠페인 <중간(肝)점검> 외, 간 건강백서 제작,
소중한 간 되찾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간질환 관련100 여개의 주제로 정리한 ‘간 건강백서’를 제작해 네이버 지식백과 코너를
통해 선보인다. 간에 대한 일반상식, 오해와 진실 등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간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 등 예방, 관리 및 치료방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회 회원들의 감수를 거친 정보를 알기 쉬운 용어도 제공해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직접 찾아가 무료 검진,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소중한 간 되찾기’ 캠페인도 올해 지속한다. 병원 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환 인지도를 높이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대한간학회 이사장 한광협 교수(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B형 간염은 방치하면 중증
간질환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으며, C형 간염은 성인기 감염 시에도 만성화될 확률이
높아 조기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간학회는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간질환 이해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환정책 제안 활동 등 전반적인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

# #

[참고자료]
 2015 세계 간염의 날 소개
매년 바이러스 간염 관련 새로운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 세계
간염의 날 슬로건은 ‘간염 예방: 지금 행동하라(Prevent hepatitis. Act now)’이다. 제 5회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하여 WHO와 관련 협력 기구는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C형과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 보건 종사자 및 일반 대중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 참고: 2015 세계 간염의 날 소개(http://www.who.int/campaigns/hepatitis-day/2015/event/en/)

 대한간학회 소개
1995년 설립된 대한간학회는 국내 간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내과, 외과 등을
망라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뭉쳐 만들어진 학술 연구 단체다. 전국 8개 지회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뿐 아니라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 등을 벌이며, 그야말로 “국민의 간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임무를 다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바이러스성 간염퇴치 연합 기구 (CEVHAP) 소개
아시아태평양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연합(CEVHAP: Coalition to Eradicate Viral Hepatitis in
Asia

Pacifi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0월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CEVHAP는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개선 및 질환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학계, NGO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이 기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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