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사실의 은폐로 유지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허상
By Norma Erickson
속보 : 2016 년 1월 14일, Sin Hang Lee 박사는 세계 보건 기구 (WHO)의 사무총장인 Dr. Margaret Chan 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HPV Vaccine)의 안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될 명백한 근거를 두고도 통계자료의
조작과 과학적 연구의 업악으로 안정성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려 한 백신 안정성 글로벌 자문위원회 (GACVS)와
미국 질병 통제 센터 (CDC), 일본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고발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Dr. Lee 의 서한에 따르면, 정보 열람의 자유 (Freedom of Information)에 의거해 뉴질랜드에서 요청되어 공개된
여러 이메일에서 GACVS 의 회장인 Dr. Robert Pless 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Dr. Nabae Koji, 미국 질병
통제센터의 Dr. Melinda Wharton, 뉴질랜드 Auckland 대학의 Dr. Helen Petousis-Harris,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의 위원들 등이, 2014년 2월 26일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안정성에 관련해 동경에서 있었던 공개청문회
(Japanese Expert Inquiry) 를 청문회 당시와 그 전후 시기에 의도적으로 유도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Dr. Lee 는 고발 서한에서, 이 공개된 이메일 상의 정부 인물들과 세계보건기구의 위원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안정성에 관해 일본 정부의 전문가 위원회에게 자문 역할을 했었으며, 2014년 2월 26일에 있었던 동경의
공개 청문회 이전에 이미 자신들 내부의 전문가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종양 괴사 인자 (TNF)를 비롯한
시토카인의 증가를 유발하며, 특히 다른 백신과 비교해 접종 부위에서 더욱 증가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밝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인물들과 보건기구
위원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이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인물들 모두에게 이미 알려진 이 과학적인 자료는 2014년 3월 12일에 GACVS 에 의해 발표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안정에 대한 발표문에는 누락이 되어있었다. 이 발표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안정성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의 보건 담당자들과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의약계
전문가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약품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사실이다.
Dr. Lee 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왜 다른 백신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일부 감염자들이 돌연사하는지를 설명하는 의학작용(mechanism of action) 적어도 한가지는 알려져
있다고 자신의 고발 서한에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위의 ‘전문가들’이 은폐한 정보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Dr. Lee 의 서한에 의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여러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 문제들을 암묵적으로 은폐한
나의 고발 서한에 열거된 인물들을 포함한 어떠한 이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공공의 보건과 복지를 희생하며 전
세계 백신 정책의 결정자들을 속이는 것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공의 신뢰를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짓은 묵인 할 수 없다.”
참고: Dr.Lee 의 서한 전문
서한 추가 내용:
-

GACVS 위임사항
2014년 3월 12일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안전성에 관한 GACVS 의 발표문
2014 년 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세계보건기구와 GACVS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용 (시간 순)
뉴질랜드에서 비롯된 정보열람의 자유에 관한 조항 - 요청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