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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분쟁, 전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로 고통 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실시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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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분쟁, 전

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로 고통받거나 사회적으로 소

외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

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의 숫자는 3만 명이 넘습니

다. 그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물류 전문가, 행정 담

당자, 전염병학자, 정신 건강 전문가 등 다양합니다. 인

종,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일하는 그들

은, 인도주의 원리와 의료 윤리에 따르는 국경없는의사

회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함께 일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동안의 인도주의 의료 활동을 인

정받아 1996년에는 서울평화상을, 1999년에는 노벨평

화상을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대륙에서 펼친 선구적
인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
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9 Nobel Peace Prize

각국 개요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기보다 대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역 명칭과 경계가 국경없는의사회의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몇몇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2페이지에 안내된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지 사진: ©Corinne Baker/MSF 남수단 아곡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김은영 의사가 영양실조 
집중 치료식 센터에서 아동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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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윤리 Medical Ethics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활동을 최우선으
로 합니다. 우리는 의료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구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환자 개인이나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우리
는 환자의 자율성과 비밀 유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 모두의 존엄성과 문화
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든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립성 Independence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나라나 위기 상황에
서든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며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독자적인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
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다가가며 직
접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독립성을 지
키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후원금 중 특정 정부 및 공적 자금의 비율을 제
한합니다. 

중립성 Impartiality & Neutrality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종, 종교, 성
별,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의료 활동을 하며, 가장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
에 처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정치, 경제, 
종교적 이해 관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특정 
정부의 방침이나 분쟁 상황에 있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지도 개입하지도 않
습니다.

증언 Bearing Witness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은 언제나 침묵한다
는 뜻이 아닙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특정 개인이나 무리에 행해지는 극단
적인 폭력을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공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도
움이 심각하게 필요할 때나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을 목격할 때 – 생명을 구하
는 의료 활동이 방해 받거나 의료 시설이 위협을 당할 때, 위기가 외면당하거
나 원조가 부족하거나 잘못 활용될 때 – 이러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관심
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 Accountability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스로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환자와 후원
자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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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MSF
인사말:	 	 	 					한	해를	돌아보며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캠프의 아이들

6

국경없는의사회 42주년이자 한국사무실 설립 2주년이었던 지난 해를 
돌아보며,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에 힘입어 
국경없는의사회가 이뤄낸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우리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약 9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
는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펼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국
경없는의사회 팀은 분쟁과 자연재해, 질병,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고
통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활동가들이었
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의료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
니라 그들 곁에 머물며 그들의 힘겨운 투쟁을 증언했고, 그들을 잊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 지원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일원으로 부상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필리핀·미얀마·아이티·소
말리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한국이 지원한 총 기부금은 5억 4,500
만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말라위·남수단·레바논·필리핀 등을 포함한 9
개 국의 국경없는의사회 프로그램에 한국의 여러 의사, 간호사, 행정직
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25명의 한국 활동가들이 전 세계 약 70개국의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활동보고서는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
어주시는 분들의 활동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활동보고서 안에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진행 중인 현장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현장 활동가들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습니
다. 또한 치료한 환자 수, 치료 상황, 치료한 질병내역 등 등 우리의 자원
을 투입한 영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일 년간 우리가 직
면했던 여러 난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해결
한 문제들도 있는 반면, 역부족이었던 과제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경
우, 2013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강타해 나라 곳곳이 파괴되
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이미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았던 지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되
었습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시작된 콜레라 위기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국경없는의사회는 비통한 심정
으로 지난 22년 간의 소말리아 구호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했습니
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력으로 동료 16명을 잃고 수많은 납치와 
공격을 당하는 등 심각한 한계에 부딪힌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는 의료-인도주의적 과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 활동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인 예방접종, 혹
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예방접종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2명의 한국인 현장활동
가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소
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진들이 파키스탄·남수단·터키·에티오피아 등의 지역에서 진
행되는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 한국 의사들의 역할
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
공화국, 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분쟁 지역에서의 중요한 활동들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얻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것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여러 위기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하고, 우리의 의료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편견 없이 독립
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기부자들의 아
낌없는 후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
가기를 고대합니다. 이번 활동보고서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
고, 우리 의료팀의 노고와 더불어 환자들의 용기와 회복력도 충분히 드
러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엠마누엘 고에 (Emmanuel Goué)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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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누엘 고에는 2012년 2월에 한국 사무실을 연 이래로 국경없는의사회 한
국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국경없는의사회의 한국 
내 활동을 이끌어 왔다. 고에 사무총장은 16년간 11개의 나라와 4개의 대륙에
서 2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활동했다. 긴급 대응 프로젝트 및 만성질병 치료 
프로젝트를 이끄는 현장책임자로 일하면서, 일본의 쓰나미 재난부터 과테말라
와 미얀마의 HIV/에이즈, 키르기즈스탄의 폭력사태, 남수단의 영양실조, 다게
스탄과 체첸공화국의 이동진료 활동을 담당했다.



국제 현장활동 개요
Activities

구호 프로그램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는 중동과 코카서스 포함)

외래환자
외래진료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전문 진료는 제외)
1. 콩고민주공화국
2. 남수단
3. 니제르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 미얀마

현장활동 지역 환경

 

240
108

24
11

4

1,654,000
981,500
916,000
816,300
519,100

161
117

88
21

프로그램 분포 비율

5%

30%
42%

23%

8

(프로그램 수)
안정  
분쟁
내부 불안정 
분쟁 후 



현장활동개요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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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과 치료 사례

11,100
말라리아 치료 받은 환자

1,871,200

홍역 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받은 환자

2,659,650

2013 주요 활동보고서

외래 진료

9,029,100

외래, 입원, 또는 보충식 급식센터를 통해 치료받은 
영양실조 아동 환자

250,900

HIV/에이즈 치료 받은 환자 

341,600
출생한 신생아

182,200

1차 및 2차 약제로 결핵 치료를 받은 신규 환자 

31,850

산과 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개입

77,350

정신건강 상담 (개인 또는 그룹)

155,300



11월 9일, 재난 발생 후 24시간 안에 세부(Cebu)
에 도착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태풍 하이옌으
로 병원과 진료소가 파괴되고 공중보건시스템이 무
너진 것을 목격했다. 부상자 치료 및 광범위한 지역
에서의 구호물자 제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했
다. 

첫 열흘 동안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
았다. 교량이 파괴되고 도로가 막혔으며, 전력과 통
신이 끊기고 연료도 부족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필리핀에서 가장 외진 지역에 활동을 집중했다. 트
럭이나 배, 비행기, 헬리콥터를 이용해 고립된 지역
에 들어가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기초 의료 서비스
와 시설을 복구했다. 또한 임시 거처와 복구 장비, 
물과 위생 시설을 제공했으며, 아동과 성인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도 실시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3개 섬의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사마르
(Samar) 섬 동쪽의 기우안(Guiuan)과 인근 마
을들, 레이테(Leyte) 섬의 타클로반(Tacloban), 
타나우안(Tanauan), 오르목(Ormoc), 산타
페(Santa Fe), 부라우엔(Burauen), 파나이
(Panay) 섬의 에스탄시아(Estancia), 칼스
(Carles), 산디오니시오(San Dionisio), 그 밖의 
여러 외딴 섬들이 주요 활동 지역이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리핀 활동시작 연도: 1987년
현장활동가: 89명

한국의 후원을 받은 프로젝트
아래 내용은 한국의 개인 및 기업 후원자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운영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국가별 지출액은 
한국에서 모금되어 송금된 금액만을 나타내며, 총 지출액은 2013년 국제 활동보고서 www.MSF.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8일, 필리핀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해 6, 
000여 명의 사망자와 4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태풍은 필리
핀에서 지난 100년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재난을 불러왔다.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지붕들이 날아갔으며 약 1,600만 명이 집이나 
생계 수단을 잃었다. 

Philippines

필리핀 

태풍의 잔해와 파편으로 가득한 타클로반 거리

©
Ya

nn
 L

ib
es

sa
rt

 / 
M

SF

10

외래 진료 72,100회
외과 치료 290회
구호품 29,100세트 배급

상세 지출내역은http://bit.ly/MSFK_expenditure2013 을 참고

69,356,882원

주요 활동 현황

Philippines

Philippines

  Regions where MSF has projects 

Samar

Leyte
Panay

국경없는의사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



태풍의 잔해와 파편으로 가득한 타클로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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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타클로반의 베다니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태풍 이후, 산모는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며칠을 걸어왔다.

레이테 섬
레이테 섬의 타클로반 시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
실과 외래병동을 갖춘 병상 60개 규모의 공기주입식 
텐트 병원(inflatable hospital)을 세웠고, 외과 진
료와 산과 진료,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
팀은 보건 센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서 이동 진료소도 운영했다. 팔로(Palo) 
지역에서는 3,000가구에 기본적인 구호품을 배급했
다. 

부라우엔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현지 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25,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고, 48,500명이 구호물자를 받았으며, 
11,470명이 심리 치료 지원을 받았다. 

파나이 섬과 연안 섬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1개 연안 섬에 거주하는 주민
들에게 원조를 제공했다. 또한 보건시설 13곳이 기능
을 회복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구활
동을 펼쳤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연안 섬들에 거주하
는 아동 4,650명에게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실시했
고, 14,990명에게는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
한 11,000가구에 11,000세트가 넘는 구호품과 식
량을 배급하였고, 120만 리터가 넘는 염소 처리한 물
을 배급했다.

사마르 섬 동부 

사마르 섬 기우안에 있는 펠리페 아브리고 기념 병원
(Felipe Abrigo Memorial Hospital)은 태풍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텐트로 병상 60개 규모의 임시 병원을 
세우고, 수술실·분만실·산부인과·격리실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팀은 사마르 섬의 시골 보건소에서 진료를 
실시했고, 기우안 남쪽의 더 작은 섬들에서는 정기적
으로 이동 진료소를 운영했다.  

2014년 1월에 이르렀을 때 가장 시급한 긴급구호 활
동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이 아직 완벽하
게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유지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공기주입식 텐트 병원에서 계속 활
동하면서 수술, 입원환자 치료, 심리적 지원 등을 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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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옌 태풍 이후 구이우안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텐트 병원에 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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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가 사마르 동부, 구이우안에 위치한 시골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태풍의 피해로 왼쪽 다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6세 여자 아이를 보고 유난히 마음
이 아팠습니다. 철제 지붕이 무너져 아
이의 허벅지 안쪽 피부 1/3이 벗겨지고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드레싱 교체를 할 때 마취를 했
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상처를 치료한 결
과, 제가 그 곳을 떠날 때쯤에는 아이의 
상태가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효민, 마취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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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의 의료는 여전히 대부분 민간시설에 의존
하고 있으며, 아이티인 대부분은 의료비용을 부
담할 재정적 수단이 없다. 2013년에 국경없는
의사회는 드후이야(Drouillard) 병원, 마르티상
(Martissant) 응급 안정화 센터, 나프켄베(Nap 
Kenbe) 수술 센터, 산과 및 신생아 응급 병원 등의 
병원에서 응급 서비스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했
다.  

2010년 지진 발생 후 수개월 만에 나타난 콜레라 
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우기에는 환
자 수가 급증하여 유행병 수준에 이른다. 2010년 
10월 이래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 그 가운데 1/3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치
료를 받았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포르토프랭스
(Port-au-Prince) 시내 델마(Delmas)와 까르
푸(Carrefour)에 있는 콜레라치료센터(CTC) 운
영을 이어나갔다. 또한 예방책으로 위생용품 배급, 

물 염소 처리, 교육 활동 등을 실시했다. 2013년에 
85,000여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 예방 교육을 받
았고, 소독용품 5,240세트가 배급되었으며, 환자 
9,913명이 치료를 받았다. 

역사적으로 아이티에는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
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포르토프랭스에서 병상 
130개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전자간증·자간·
산과 출혈·자궁파열 등과 같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24시간 무료 산과 진료를 제공한
다. 또한 이곳에서는 가족 계획, 산후 관리, HIV 모
자감염 예방을 포함한 임신 및 출산 건강 서비스 패
키지도 제공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5,450명의 출산을 지원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아이티 활동을 시작한 해: 1991년 
현장활동가: 2,324명 

아이티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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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이 일어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소수의 아이티 공공 의료시설은 대다수 
아이티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 응급 의료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 지원 6,550회
외과 치료 13,60회
콜레라 치료 7,400명

209,447,886원

주요 활동 현황

12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아이티에서 유일하게 화상 전문치료 병동을 갖춘 포르토프랭스 드후이야 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에게 치료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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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후이야 병원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포르토프랭스의 빈민촌인 시
테 솔레이(Cité Soleil) 근처에 위치한 병상 130
개 규모의 드후이야 병원에서 사고나 화상, 성폭력
을 포함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 치료를 제공한
다. 이곳은 아이티에서 유일하게 화상전문 치료센
터를 갖춘 시설이다. 2013년에 약 13,2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마르티상 응급 안정화 센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내과, 산과 진료와 더불
어 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센
터는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운영하면
서 응급의료상황에 처한 환자 누구에게나 무상 진
료를 제공한다.  

타바레(Tabarre) 
타바레 내 나프켄베 수술 센터는 포르토프랭스 동
부 주민들을 위해 응급 외상 치료, 정형외과 치료, 
물리치료, 수술 후 관리 등을 계속해서 무료로 제
공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현장 중 절반 이
상이 불어 사용 국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자격 요건에 맞고 불어를 구사하는 
지원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파견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마취과 전문의
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HIV/에이즈, 결핵 
등 전염성 질병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며, 영

어 혹은 불어 회화 구사 가능한 분을 찾고 있
습니다.

우리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자신의 전문성
과 불어 구사 능력으로 기여하고 싶은 지원
자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www.MSF.
or.kr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채용 정보를 확인
해 주세요.  

Parlez-vous Français?

아이티에서 유일하게 화상 전문치료 병동을 갖춘 포르토프랭스 드후이야 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에게 치료받는 환자 포르토프랭스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먹이고 있는 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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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현재 활동 중인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
드, 아이티 등은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어 구사가 가능한 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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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Myanmar

국경없는의사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역

라카인 주에서 폭력과 민족 갈등이 계속되면서 10
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의 난민 
캠프에서 의료와 깨끗한 물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거의 완전히 차단된 채 생활하고 있다. 주로 라카인 
주 북부에 있는 고립된 마을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대단히 어렵다. 소
수 민족인 로힝야(Rohingya) 부족이 여전히 극도
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경없는의사회
는 심각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양질의 무상 의료지
원을 실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지역 주민들 가까이에서 활
동하면서 기초 진료, 산과 서비스, 심리 지원, HIV/
AIDS 및 결핵 치료 등을 제공했고, 응급 환자 이송
을 지원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말라리아 환자 
10,816명을 치료했는데, 이는 전체 미얀마 말라리
아 환자 수의 84퍼센트에 해당한다. 의료팀은 라카
인 주 10개 지역 의 난민 캠프 24곳과 여러 고립된 
마을에 있는 고정 진료소, 이동 진료소에서 활동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에서 HIV/AIDS 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의료 단체로 33,000명이 넘
는 환자를 치료했다. 미얀마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
스(antiretroviral)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 중 투
약을 받은 비율이 1/3도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카친
(Kachin) 주, 샨(Shan)주, 라카인 주뿐 아니라 양
곤(Yangon)과 타닌타리(Tanintharyi) 구의 다웨
이(Dawei)에서 HIV 환자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내내 국경없는의사회는 배경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미얀마 정부와 라카인 주의 공동체들에 계속
해서 촉구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미얀마 활동시작 연도: 1992년
현장활동가: 1,299명

라카인(Rakhine) 주의 인도주의적 의료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의료가 필요
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우려가 많다. 

외래 진료 519,100회 
말라리아 치료 13,600명
결핵 치료 진행 환자 3,300명 

157,085,914원

주요 활동 현황



환자 증언 글
코 민 나잉 오 (Ko Min Naing Oo, 37세, 양곤) 

저는 2000년 6월에 처음 결핵에 걸린 이후로 13년에 걸쳐 계속해서 재
발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치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수년 동안 여러 종류의 알약을 복용하고 주사도 맞아 봤
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결핵을 제 몸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할 것 같
았습니다.  

치료 시작 전에는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작한 
이래로 피곤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이 심해
서 참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기증을 느꼈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은 탓에 엉덩이에 통증이 심한 데다 청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
식 냄새를 맡을 때면 메스꺼움을 느꼈고, 쉽게 화가 났고, 계속 힘이 없고 
피곤하고, 항상 설사를 했고, 환각도 겪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더 나쁜 질병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서 제 심적 고통을 잊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비참한 처지에서 구해내려면 제가 건강
을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출처 : 국경없는의사회 블로그 ‘결핵과 나’

약제내성 결핵 환자가 샨 주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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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르 웨인 지구에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는 아동

소말리아에서의 철수는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다. 국
경없는의사회 직원들에 대한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
은 무장 단체와 민간 당국의 암묵적인 용인 또는 적
극적인 공모 아래 벌어졌다. 구호활동에 필요한 최소
한의 조건도 보호받지 못했으므로, 국경없는의사회
는 2013년 9월 중순경 소말리아 보건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기관이나 활동이 가능한 인도
주의 단체들에게 지원 업무를 인계했다.

2011년의 영양실조 위기 이후 인도주의적 상황이 
나아지긴 했으나,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계속되
고 있는 분쟁은 자연재해와 주기적 질병 발생과 더불
어 취약한 보건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더했다. 소
말리아 여러 지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극도
로 제한되어 있고, 임신한 여성들과 어린 아동들의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수십
만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집을 떠나 국내 또는 소말리

아 국경 밖의 난민 캠프에 머물면서 여러 형태의 폭
력과 강탈 위험에 노출된 채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
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소말리아에 남고 싶었지만 선택
의 여지가 없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티오피아와 
예멘, 케냐 다답(Dadaab)의 대규모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다답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건소 네 곳과 병
상 100개를 갖춘 병원을 운명하면서 수술, 산전 진
료, 심리 치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활동 종료 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소말리아 8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소말리아 활동시작 연도: 1979년
현장활동가: 1,188명

소말리아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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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소말리아에서 구호활동을 지속해온 국경없는의사회는 2013년 8월에 
모든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외래 진료 318,400회
출산 지원 6,150회
급식 센터에서의 치료 15,600명 
정기 예방접종 28,600회 

109,484,122원

주요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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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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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디슈(Mogadishu)와 주변 지역
데이나일(Dayniile)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실, 수술실, 집중 치료실, 소아
과, 급식 센터, 출산 시설을 갖춘 병상 60개 규모의 병원을 지원했다. 2013년
에 의료진은 외과 시술 646건을 시행했고, 8,272회가 넘는 진료를 실시했다. 
자지라(Jaziira)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상 40개를 갖춘 병원에서 피난
민들을 돌보았다. 2013년 한 해 동안 약 25,700회의 진료를 실시했고, 2,200
명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330여 명이 치료를 받
았다.  
양질의 기초 의료 서비스 및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경
없는의사회는 모가디슈 유일의 소아과 병원을 운영했다. 병원에는 홍역을 앓고 
있거나 급성 수인성 설사를 하는 아동을 위한 격리 병동과 영양 센터가 있었고, 
1월에서 8월 사이에 3,800명의 아동들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와다지르(Wadajir), 다르켄리(Dharkenley), 야크시
드(Yaaqshiid) 지역에서 피난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갑
작스러운 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 영양실조를 치료했고, 대규모 소아마비 예
방접종에도 참여했다. 소말리아 철수 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들 내의 보
건시설에서 100,000회가 넘는 진료를 시행했다.
 
베이(Bay) 지역
국경없는의사회는 바이 지역 전체를 위한 주요 위탁 병원인 딘소르(Dinsor) 
병원을 지원했다. 2013년에 의료팀은 16,208회의 외래환자 진료와 1,458회
의 산전 진료를 실시했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680명 이상을 치료했다. 

샤벨라하 호세(Lower Shebelle) 지역
피난민과 주민들을 돌보는 아프구예(Afgooye) 지역 병원에서는 국경없는의
사회의 지원 아래 1월부터 9월까지 11,408회의 진료가 이루어졌고, 738명
의 환자들이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산모 953명이 이 곳에서 출산
을 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 철수 이후에는 카타르 적신월사(Red Crescent 
Society)에서 지원을 담당하였다.

샤벨라하 데헤(Middle Shebelle) 지역
국경없는의사회는 조하르(Jowhar) 산부인과 병원과 여러 곳의 보건 센터
에서 외래환자 진료, 모자보건 서비스, 예방접종, 영양 지원 등을 실시했다. 

60,000회 이상의 진료를 수행했고, 1,040회의 분만을 도왔으며, 8,447명
의 여성과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진료소 대부분은 국제의료봉사단
(International Medical Corps, IMC)이 넘겨받았다.

무두그(Mudug) 지역
국경없는의사회는 남북으로 분단된 도시 갈카요(Galkayo)에 있는 위탁 병원 
두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곳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과 외래 및 입원 
진료, 산과 서비스, 급식 및 영양 프로그램, 결핵 치료, 예방접종 등을 제공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갈카요 북부에서 33,824회의 진료를 수행했고, 갈카요 
남부에서는 약 44,071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병원의 관리는 국제기구 두 곳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두그 개발기구(Mudug Development Organisation)
가 맡게 되었다.

 

주바다 데헤(Middle Juba)
국경없는의사회는 질리브(Jilib)에서 이동 진료팀과 소규모 진료소를 운영했
다. 또한 시골 마을 마레레(Marere)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병원은 주바
다 데헤 주와 주바다 호세 주, 그리고 게도(Gedo) 주 전체를 아우르는 위탁 병
원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 곳의 프로그램을 통해 8월까지 68,000회 이상의 의
료 개입이 실시되었다.

주바다 호세(Lower Juba) 
국경없는의사회는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입원 영양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홍역이나 콜레라를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특별 병동도 운영했다. 2013년 1월
에서 9월 사이에 아동 5,183명이 치료를 받았다.

소말릴란드(Somaliland)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이래로 병상 60개 규모의 부라오(Burao) 병원을 
지원했다. 소말리아 철수 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775회의 외과치료가 
실시되었고, 환자 1,60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산모 720명이 이 곳에서 
출산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소말릴란드에 있는 교도소 세 곳도 지원했다. 진료를 제공하
고, 물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구호물자를 배급했다. 

소말리아 여러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받기란 매우 제한적이며 산모와 어린이의 사망률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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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개월간 진행될 두 번째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임무를 위해 저
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남수단의 수도 주바(Juba)에 도착했습니
다. 파견지는 아웨일(Aweil)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
료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에 의료진을 파견하기 때문에 다시 남수
단에 들어가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분쟁이 지속되었던 
남수단은 의료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이들 세대 전부가 불안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의료 접근이 턱없이 모자란 가
운데 하루하루 생활하며 자라고 있지요.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성과 아
동인데, 임신 기간이나 출산 중에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고, 아동들은 예
방 가능한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웨일에서 맡은 일은 첫 파견지였던 이다(Yida)에서 맡았던 일과는 달
랐습니다. 아웨일에서는 15세 이하 아동들에게 24시간 진료를 제공하
는 25개 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교육 담당’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병
원에서는 집중 치료, 수술, 화상 피해자 치료, 신생아 진료, 파상풍 치료, 
격리 병동 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산과 부서도 있었습니다. 현
지 직원의 간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사투를 벌인 세 쌍둥이
우리가 맡았던 가장 힘든 환자들 가운데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
에 담당 소아과 의사와 제가 아기들 곁에 온종일 붙어 있었죠. 하지만 우
리가 보유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애써 노력했지만 결국 세 쌍둥이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로 남수단에서 보낸 2013년
현장에서 온 편지

간호사 이영수

최근의 위기가 발생하고 처
음 5주 동안 국경없는의
사회는 71,973회(5세 미
만 아동 27,688명의 진
료 포함)의 진료를 수행했
고, 2,710명(5세 미만 아
동 1,600 명 포함)을 입원 
치료했으며, 전쟁으로 부

상당한 환자 1,252명을 치료했고, 1,610명의 분만을 지원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의 남수단 프로젝트에서는 278명의 국제 활동가들이  
2,890명의 남수단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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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을 위한 주바 난민캠프에서 유아를 치료하는 이영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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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남수단에서 보낸 2013년

남수단에서 발생한 최근 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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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난 세 쌍둥이
가장 기뻤던 일들 중 하나는 또 다른 세 쌍둥이의 출산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했어요. 남수단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
거나 저체중인 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임신한 여성들이 산전 건강관
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 의료진은 6,100명 이상의 출산을 지원했고, 4,600명이 넘
는 아이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전 발생
제가 남수단에 도착하고 한 달 뒤, 2013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어린 신생국 
남수단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정부가 무너졌고, 부족 
간의 폭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남수단은 또 다른 분쟁 상황으로 향하
고 있었습니다. 
아웨일은 북부 바르엘가잘(Bahr el Ghazal) 주에 있는데, 이 곳은 교전이 
발생한 주바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국경없는의사
회 긴급 구호팀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
화되었고, 제가 있는 동안 심지어 우리 시설 한 곳이 약탈을 당하기까지 했습
니다.
총격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가 직원 대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필수 인원만 남아 병원을 계속 운영하도록 했
습니다. 저는 교육 담당 간호사였기 때문에 저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
지만, 제가 이전 활동에서는 긴급 대응 훈련을 받고 활동도 했기 때문에 프로
젝트 코디네이터는 제게 남아서 상황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교육하고 있던 보건 활동가 팀과도 함께 있어야 했기에 저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진료소나 
숙소에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을 풀어보고자 식물도 키
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와 비슷한 현지 채소를 길렀고, 현지 재료를 이
용해 김치도 만들어 봤지요. 프랑스, 일본, 미국, 호주,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콩고(Congo)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우리 팀 일원들이 한국의 국민음식 김
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만든 김치를 
모두들 남김없이 먹어 치우더니, 그 ‘한국 샐러드’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
까지 했답니다.  
아웨일과 이다는 환경이 무척 열악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조차 부족한 곳이
지만  저는 제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
을 위해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사하지요. 기억에 남
는 일주일이 있어요. 약 100명의 입원 환자 가운데 사망률이 6~7퍼센트였던 
주였는데, 나머지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을 했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었던 몇몇 환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정말 많은 환자들이 치
료를 받아 회복되었죠. 제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늘날 남수단공화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983년부터 
활동해왔고, 현재는 남수단 10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
고 있다. 아곡(Agok), 아웨일, 벤티우, 고그리알(Gogrial), 마반(Maban), 
말라칼(Malakal), 나시르(Nasir), 얌비오(Yambio), 랑키엔(Lankien), 
유아이(Yuai), 이다에서 정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주바, 아웨리알
(Awerial), 말라칼, 니물레(Nimule)에서 4개의 긴급구호 활동을 추가로 진
행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초 및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량 난민 
발생, 대거 난민 유입, 심각한 영양 상황,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흑열병 등의 
질병의 창궐을 포함한 긴급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케냐와 우간다에 있는 남수
단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에 있
는 난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의사 정상훈
저는 2013년 하반기를 머나먼 타국, 레바논에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의사로서 난민을 치료하면서 저의 두 번째 국경없는의사
회 프로젝트를 수행했지요.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한 나라 레
바논으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은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레바
논 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 원조가 제공된다 해도, 
난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시설과 원조 계획이 이 어마어마한 난
민을 전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제가 목격한 그 곳의 생활환경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난민들은 대개 비좁고 혼잡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그들은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고, 깨끗한 식수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난민이 자신들이 마시는 물을 제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물 색깔이 완전히 갈색이었습니다. 이러
한 상황 때문에 A형 간염과 같이 위생상태가 나쁜 경우에 잘 생
기는 질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계수단을 가진 
난민은 거의 없었고, 많은 이들이 육체노동으로 푼돈을 버는 것
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난민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
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폭력을 피해 도망쳐서 국경을 넘어 레
바논으로 들어왔지만, 난민으로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
딪혔고, 고국은 여전히 전쟁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구호 단체들은 트리폴리(Tripoli)에 

있는 시리아 난민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지원은 
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환자들의 의료 문제를 70퍼센트 정도까지는 해결해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더 큰 의료 시설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
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첫 파견지 아르메니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제내성 결
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저는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목격했
습니다.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나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마
음입니다.
현재 정상훈 의사는 한국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만, 2015년에는 또 다른 국경없는의사회 임무를 맡아 떠날 예정
이다. 
2013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트리폴리, 베카 계곡(Bekaa 
valley), 베이루트(Beirut), 시돈(Sidon)에서 활동하면서, 난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리아 난민, 레바논 주민 중 취약계
층, 팔레스타인 난민, 시리아에서 돌아온 레바논 주민들 등 시리
아 위기사태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
스를 제공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에 있는 환자들에게 총 
114,200회의 외래진료와 6,700회의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레바논에서 난민을 도우며

아르메니아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정상훈          

레바논 트리폴리에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집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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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트리폴리에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집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자고 있다.

오늘, 생후 10개월 된 아기 로니는 전 세계적으로 로니 또래 아기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다. 로니의 엄마가 남수단(South Sudan) 
이다(Yida) 난민캠프에서 활동 중인 국경없는의사회 팀에게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
려주는 동안, 로니는 엄마에게 안긴 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예방접종은 언제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의 주된 부분이었다. 일례로 2013년에만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그런데 최근 국경없는의사회의 예방접
종 목표치가 한층 더 높아졌다. 이 목표에는 아동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긴급상황
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백신을 더 체계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로니는 이다 난민캠프의 국경없는의사회가 201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당시 남수단에서 구할 수 없었던 최신 백신인 5가 백신(pentavalent 
vaccine)과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으
로 예방접종을 한 수천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는 혁신적
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한 예로 기니(Guinea)에서 새로운 경구용 백신이 콜레라 발생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되고 있고, 심지어 콜레라가 풍토병인 지역에서도 이 백신이 
유용한 예방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 시도를 들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방접종을 의료 우선사항으로 다시금 강조하면서 필수 예방접종, 
즉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든 아동이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예방접종을 강화한다
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시된 4개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차드(Chad),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남수단이다. 이 활동은 여러 방법으로 실행된다. 첫째, 예방접종 대상인 아동
이 진료소를 방문하는 동안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에서 ’놓치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예방접종을 다른 소아과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니제르(Niger), 말리(Mali), 차드에서 진행 중인 국경없는의사회 프
로젝트는 필수 예방접종 활동을 주기적인 말라리아 예방 같은 다른 보건 조치와 결합하고 
있다. 셋째,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한 살 이상의 아동을 찾
아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예방접종 계획은 백신 가격 및 백신 제품 자체의 특성 때문에 좌절될 위
기에 처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필수의약품 접근성 캠페인(Access Campaign) 사
무소와 함께 특정 캠페인 활동과 옹호활동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고, 또한 획
기적인 운영 활동과 연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동 1인당 완전 예방접종 비용이 2001년 이후 2,700퍼센트나 증가하여, 인도주의 단체
들과 많은 나라들이 이 기본적인 보건 도구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백신 운송에 저온 유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이고, 외진 지역에서 예방접종 프
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복잡한 작업이 수반된다는 어려움도 있다. 백신은 대개 부유한 국가
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다. 즉, 백신을 냉장 보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
력 공급이 가능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건 단원들이 있으며, 주사기를 안
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곳에 비교
적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목격하
면서 프로그램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백신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매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2,2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 제약 회사들, 기부자들이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는 지
역에 더 잘 맞고,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더 적합한 백신 제품이 필요하고, 또한 
제품을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기가 한 살이 되기 전까지 총 5회의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수시
간을 걸어감
교통

수단
을 이용할 여력이 되지 않음 장시간 이동으로 일과 가정을 놓침

험난한 여정

6주탄생 10주 14주 9개월

위에 제시된 시기별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입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두 가지 백신이 한 아동의 전체 예방접종비의 74%를 차지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38.75

74%

26%

제시된 금액(미화)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용량에 따른 가격입니다. 
5가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뇌수막염에 대한 백신입니다.

로타바이러스 $7.75
폐렴구균 $21.00

BCG(결핵) $0.09 
B형 간염 $0.29
소아마비 구강백신 $0.55
홍역-풍진 $1.09
5가 백신 $7.98

홍역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 수: 2,497,250
뇌수막염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 수: 162,400

©
Sa

m
an

th
a 

M
au

rin
 / 

M
SF

예방접종:
우리에게 필요한 저렴하고 간편한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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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에서 국내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어린이



국경없는의사회와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Join MSF

남수단 이다에서 난민 환자의 눈을 진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네

아니오

아래의 전문성을 갖추었습니까? 

- 마취과 전문의
- 전염성질환 전문가
- 병리검사학자 
-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전문가)  
- 간호사
- 마취 간호사
- 조산사
- 산부인과 전문의 
- 약사
- 내과전문의
- 감염질환 전문 내과의 
- 외과전문의

네

네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 해외에서 일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 관리자, 매니저 또는 교육훈련 매니저의 경    
   험이 있습니까? 
- 뛰어난 적응력과 융통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 국경없는의사회의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헌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네
재무 또는 인사 업무 경력이 있습니까?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는 재무행정 
또는 인사행정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물류, 건축, 전기, 기계,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습니까?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는 로지스티
션도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현장의 다른 자리가 있어요

 저는 어떤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네요. 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의 옹호 및 인식증진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와SNS를 통해 소개되는 최신 뉴스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경력을 더 쌓은 후에 지원해 주세요. 

2년 이상 경력을 쌓고 다시 지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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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아니오

현장에는 적합한 자리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남수단 이다에서 난민 환자의 눈을 진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네

아니오

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장활동가
들이 장기간 현장에 머물 수 있
기를 권합니다.
잦은 교체는 현지 스탭들과 환
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
고, 수월한 활동을 위해서는 현
장 프로젝트와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재 장기간 참여할 수 없다면, 
참여가 가능할 때 다시 지원해 
주세요. 

 지원하세요! 현장활동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면?

홈페이지  www.MSF.or.kr을 방문하시
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정기적으로 현장활동 설
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장활동을 원하시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자격요건과 지원방
법,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http://bit.ly/MSFK_ActivitiesInfo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다시 지원해 주세요.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세요. 

네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http://bit.ly/MSFK_FieldQualifications

네아니오

6개월에서 1년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까?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마취 간호사, 산부인과 전
문의의 경우, 1-3개월의 단기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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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경없는의사회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s 2013

2월

3월

4월

7월

11월

10월

12월

Hear my voice: Somalis on 
living in a humanitarian 

crisis

Hear my voice
Somalis on Living in a Humanitarian Crisis

Misery beyond the war zone: Life 
for Syrian refugees and displaced 

populations in Lebanon

MSF’s second survey of Syrian refugees in the past eight 
months shows severe deterioration of liv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
 M

ic
ha

el
 G

ol
df

ar
b 

/ 
M

SF

Misery beyond the war zone: 
Life for Syrian refugees and 
displaced populations in Lebanon

MSF
March 2013 Violence, Vulnerability 

and Migration:  
Trapped at the Gates 
of Europe
A report on the situation of sub-Saharan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in Morocco

Violence, vulnerability and 
migration: Trapped at the 
gates of Europe

Syria two years on:  
the failure of international 
aid so far

Stranded in the Desert

Healing Iraqis:  
The challenges of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in Iraq

Stranded in  
the Desert

Healing  
Iraqis

The challenges of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in Iraq

www.msfaccess.org

UNTANGLING THE WEB OF 

ANTIRETROVIRAL  
PRICE REDUCTIONS
16th Edition – July 2013

www.msfaccess.org

Putting  
HiV treatment  
to tHe test 
a Product guide for Viral load and  
Point-of-care cd4 diagnostic tools

Untangling the Web of 
Antiretroviral Price Reductions: 
16th Edition

Putting HIV Treatment to 
the Test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is an international, independent, medical humanitarian  
organisation that delivers emergency aid to people affected by armed conflict, epidemics,  
healthcare exclusion and natural disasters. MsF combines the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care with a commitment to speaking out about the suffering people endure and the obstacles 
encountered in providing assistance. MsF offers assistance to people based only on need  
and irrespective of race, religion, gender or political affiliation.

www.msf.org

The illness of migration
Ten years of medic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migrants in Europe and in transit countries

A report by Médecins sans Frontières

The illness of migration

Central African Republic: abandoned 
to its fate?

Hepatitis C:  
The Hidden Epidemic

HIV status? Undetectable

How low can we go?

Improving paediatric TB care in 
Tajikistan

Improving Paediatric 
TB Care in Tajikistan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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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Health Tajikistan

DR-TB Drugs Under the 
Microscope:3rd Edition

Healing  
Iraqis

The challenges of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in Iraq

보고서 전문은 www.MSF.org/reports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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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Finance

후원자 분들의 든든한 후원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
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후원자 분들께서 비지정 기부금(사용지에 제약이 없는 기부금)을 보내주신 덕분에, 국
경없는의사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2013년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계보고서는 www.MS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단기보증금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2. 무형자산

   3.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보증금

과    목 제 2(당) 기 

자산총계           417,039,085

부채총계           338,859,913

순자산총계           78,179,172

부채및순자산총계                     417,039,085

217,728,693

-

3,503,893

168,00,000

5,000,000

90,000,000

243,032,586

243,032,586

174,006,499

62,341,214

21,665,285

90,000,000

부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40,705,579

298,154,334

40,705,579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

 Ⅱ.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

65,000,000

13,179,172

65,000,000

13,179,172

운영성과표
(단위: 원)

Ⅰ. 보통순자산의 변동

  1. 운영손익

    (1) 운영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기타수익

  (2) 운영비용

    목적사업비용

    프로그램지원활동

    홍보활동

    모금비용

    일반관리비용

 2. 비운영손익

  (1) 비운영수익

    자산수증이익

    잡이익

  (2) 비운영비용

    유형자산폐기손실

    잡손실

Ⅱ. 기본순자산의 변동

Ⅲ. 순자산의 증가

Ⅳ. 기초순자산

Ⅴ. 기말순자산

과    목 제 2(당) 기 

545,374,804

1,918,567,130

2,062,142

1,022,025,959

574,176,355

447,849,604

1,049,905,807

477,542,378

-

-

34,246,666

22,005

(117,738,739)

(83,470,068)

2,466,004,076

2,549,474,144

(34,268,671)

-

34,268,671

-

(117,738,739)

195,917,911

78,179,172

위 요약표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감사보고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2013년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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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부
Contact MSF

International Médecins Sans Frontières 
78 rue de Lausanne, Case Postale 116, 1211 
Geneva 21, Switzerland
T +41 22 849 8484  | F +41 22 849 8404 
http://www.msf.org 

Humanitarian Advocacy and Representation 
team 
(UN, African Union, ASEAN, EU, Middle East)
T +41 22 849 8484  
F +41 22 849 8404
 
MSF Access Campaign
78 rue de Lausanne, Case Postale 116, 1211 
Geneva 21, Switzerland
T +41 22 849 8405  | www.msfaccess.org 

Australia Médecins Sans Frontières/Doctors 
Without Borders
Level 4, 1–9 Glebe Point Road, Glebe NSW 2037, 
Australia
T +61 28 570 2600  |  F +61 28 570 2699  | 
office@sydney.msf.org
www.msf.org.au

Austria Médecins Sans Frontières/Ärzte ohne 
Grenzen
Taborstraße 10, A-1020 Vienna, Austria
T +43 1 409 7276  | F +43 1 409 7276/40 
office@aerzte-ohne-grenzen.at
www.aerzte-ohne-grenzen.at

Belgium Médecins Sans Frontières/Artsen 
Zonder Grenzen
Rue Dupré 94 / Dupréstraat 94 ,1090 
Brussels,Belgium
T +32 2 474 74 74   |  F +32 2 474 75 75
www.msf-azg.be

Canada 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
720 Spadina Avenue, Suite 402, Toronto, Ontario 
M5S 2T9, Canada
T +1 416 964 0619  |  F +1 416 963 8707  | 
msfcan@msf.ca 
www.msf.ca

Denmark Médecins Sans Frontières/Læger uden 
Grænser
Dronningensgade 68, 3., DK-1420 København K, 
Denmark
T +45 39 77 56 00  | F +45 39 77 56 01  |
 info@msf.dk
 http://msf.dk

France Médecins Sans Frontières
8, rue Saint Sabin, 75011 Paris , France
T +33 1 40 21 29 29  |  F +33 1 48 06 68 68  |   
office@paris.msf.org 
www.msf.fr

Germany Médecins Sans Frontières/Ärzte ohne 
Grenzen 
Am Köllnischen Park 1, 10179 Berlin, Germany
T +49 30 700 13 00       |  F +49 30 700 13 03 40  |  
office@berlin.msf.org
www.aerzte-ohne-grenzen.de

Greece Médecins Sans Frontières / Γιατροί Χωρίς 
Σύνορα 
15 Xenias St., 115 27 Athens , Greece
T +30 210 5 200 500  |  F +30 210 5 200 503  | 
info@msf.gr 
www.msf.gr

Holland Médecins Sans Frontières/
Artsen zonder Grenzen
Plantage Middenlaan 14, 1018 DD Amsterdam, 
The Netherlands
T +31 20 520 8700  |  F +31 20 620 5170 
info@amsterdam.msf.org
www.artsenzondergrenzen.nl

Hong Kong Médecins Sans Frontières/ 
無國界醫生 / 无国界医
22/F Pacific Plaza , 410–418 Des Voeux Road 
West, Sai Wan, Hong Kong
T +852 2959 4229  |  F +852 2337 5442  |
office@msf.org.hk
 www.msf.org.hk

Italy Médecins Sans Frontières/Medici Senza 
Frontiere
Via Magenta 5, 00185 Rome, Italy
T +39 06 88 80 60 00    |  F +39 06 88 80 60 20  |  
msf@msf.it
www.medicisenzafrontiere.it

Japan Médecins Sans Frontières / 
国境なき医師団日本
Waseda SIA Bldg 3F, 1-1 Babashita-cho, 
Shinjuku-ku, Tokyo 162-0045, Japan
T +81 3 5286 6123  | F +81 3 5286 6124  | 
office@tokyo.msf.org
www.msf.or.jp

Luxembourg Médecins Sans Frontières
68, rue de Gasperich, L-1617 Luxembourg, 
Luxembourg
T +352 33 25 15  | F +352 33 51 33  |
info@msf.lu 
www.msf.lu

Norway  Médecins Sans Frontières/
Leger Uten Grenser
Hausmannsgate 6 , 0186 Oslo, Norway
T +47 23 31 66 00  |  F +47 23 31 66 01  |
epost@legerutengrenser.no
www.legerutengrenser.no
 
Spain Médecins Sans Frontières/
Médicos Sin Fronteras
Nou de la Rambla 26, 08001 Barcelona, Spain
T +34 93 304 6100  |  F +34 93 304 6102  |
oficina@barcelona.msf.org  
www.msf.es

Sweden Médecins Sans Frontières/
Läkare Utan Gränser, Fredsborgsgatan 24, 4 
trappor, Box 47021 , 100 74 Stockholm, Sweden
T +46 10 199 33 00 | F +46 10 199 32 01 
info.sweden@msf.org
www.lakareutangranser.se

Switzerland Médecins Sans Frontières/
Ärzte Ohne Grenzen
78 rue de Lausanne, CP 116, CH-1211 Geneva 21, 
Switzerland
T +41 22 849 84 84  |  F +41 22 849 84 88  | 
office-gva@geneva.msf.org
www.msf.ch

UK Médecins Sans Frontières/Doctors Without 
Borders
67–74 Saffron Hill, London EC1N 8QX, UK
T +44 20 7404 6600  |  F +44 207 404 4466  |
office-ldn@london.msf.org
www.msf.org.uk

USA Médecins Sans Frontières/Doctors Without 
Borders
333 7th Avenue, 2nd Floor, New York NY10001-
5004, USA
T +1 212 679 6800  | F +1 212 679 7016  |  
info@doctorswithoutborders.org
www.doctorswithoutborders.org

Branch Offices

Argentina
Carlos Pellegrini 587, 11th floor, C1009ABK,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 +54 11 5290 9991 |  info@msf.org.ar
www.msf.org.ar
 
Brazil
Rua do Catete, 84, Catete, Rio de Janeiro RJ, CEP 
22220-000, Brazil
T +55 21 3527 3636 | F +55 21 3527 3641  | 
info@msf.org.br 
www.msf.org.br
 
Czech Republic
Lékaři bez hranic, o.p.s, Seifertova 555/47, 130 00 
Prague 3 – Žižkov, Czech Republic
T +420 257 090 150  |  
office@lekari-bez-hranic.cz  
www.lekari-bez-hranic.cz
 
India
AISF Building, 1st & 2nd Floor, Amar Colony, 
Lajpat Nagar IV, New Delhi 110024, India
T +91 11 490 10 000  |  F +91 11 465 08 020  | 
india.office.hrm@new-delhi.msf.org
www.msfindia.in
 
Ireland
9–11 Upper Baggot Street, Dublin 4, Ireland
T +353 1 660 3337  |  F +353 1 660 6623  | 
office.dublin@dublin.msf.org  
www.msf.ie
 
Mexico 
Champotón #11, Col. Roma Sur, CP 06760 
Ciudad de México
Mexico
T +52 55 5256 4139  |  F +52 55 5264 2557 | 
msfch-mexico@geneva.msf.org 
www.msf.mx
 
South Africa
Orion Building, 3rd floor, 49 Jorissen Street, 
Braamfontein 2017, Johannesburg, South Africa
T +27 11 403 44 40 |  F +27 11 403 44 43 |  
office-joburg@joburg.msf.org  
www.msf.org.za
 
South Korea
5 Floor Joy Tower B/D, 7 Teheran Road 37-gil, 
Gangnam-gu, Seoul 135-915, South Korea
T +82 2 3703 3500  |  F +82 2-3703 3502  |  
office@seoul.msf.org
www.MSF.or.kr
 
United Arab Emirates 
PO Box 65650, Dubai, UAE
T +971 4457 9255  |  F +971 4457 9155 |
office-dubai@msf.org
 www.msf-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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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걸어온 길
History of MSF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이사회: 제레미 보딘, 브루노 조쿰, 김나연, 김남렬, 이효민

1970s

1990s

2000s

1971
국경없는의사회 창설
나이지리아 내전과 기아, 동파키스
탄 홍수 이후 프랑스인 의사와 기자
들이 모여 국경없는의사회 창설.

1980s

1984
에티오피아 기아  
기아 난민들을 위해 대규모 영양 보
급 프로그램 실시

1986
스리랑카 내전  
타밀반군과 스리랑카 정부군의 내
전으로 부상당한 주민들을 위한 이
동 진료 프로그램 실시

1980
아프가니스탄 전쟁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지원팀이 비
밀리에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을 
넘어다니며 수주간 부상자 치료 활
동을 실시

1992
소말리아 기아
국제 사회에 기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영양실조 아이와 어른을 위
한 치료 프로그램 실시

1994
르완다 대학살
80만명 이상의 투치족과 온건파 후
투족 대학살이 이루어진 때 르완다
의 수도 키갈리에 머무르며 전례 없
이 국제 군사 개입 요청

1995
스레브레니카 대학살 
유엔이 ‘안전 지역’으로 선포한 
피난민 주거지인 스레브레니차
(Srebrenica)를 세르비아군이 침
공, 약 8000명의 보스니아인을 학
살, 국외 추방, 학대한 사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

1996
르완다 난민 원조 
자이르에 위치한 난민소에서 귀국
을 거부당한 르완다 피난민이 주변
국으로 표류하며 대량 학살을 당하
는 등의 피해에 지원 활동 
서울평화상 수상  인도주의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평화상 수상

1998
남수단 기근 
내전과 바르엘가잘(Bahr-el-
Ghazal) 지역 극심한 가뭄으로 인
한 대대적 기근에 대응

1999
노벨 평화상 수상 
다양한 국가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

2000
HIV/AIDS 치료
태국의 HIV/AIDS 환자들에게 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후, 
다음해 캄보디아, 카메룬, 케냐, 말
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프
로젝트 확대

2010
아이티 대지진 
1월 12일 아이티 지진 이후, 국경
없는의사회 활동 역사상 가장 큰 중
재 실시

2004
동남아시아 쓰나미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착수, 전 세계에서 1억 3000만 달
러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원조 활동
에 쓰일 금액 이상의 기부금이 모이
지 않도록 기부자들에게 기부 중지 
요청

2011
일본 지진과 쓰나미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고립된 사람
들을 위한 의료 및 심리 치료 원조 
제공

2005
니제르 영양 실조 위기  
6만 3000명의 극심한 영양실조 아
동에게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영
양치료식(RUF) 제공

2012
시리아 분쟁  
분쟁 피해자 치료를 위해 병원 6곳 
운영.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터키
의 시리아 난민에게 의료 및 심리 
치료와 원조 제공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2월 22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
무소 공식 출범 

2006
이라크 희생자 외과 치료  
치안이 불안정한 이라크에서 이송
된 분쟁 안이 불안정함에 따라 요르
단의 수도 암만에서 이라크 의료 담
당자들을 통해 이송된 부상자 치료

2013
필리핀 태풍  
태풍 하이엔이 강타한 직후 긴급구
호에 착수하여 외상 치료, 1차 진료, 
심리 치료, 구호 물품 배포 등의 활
동 

2009
수단의 위기 
다르푸르 지역 MSF 활동에 열악한 
환경에 처함에 불구하고, 북 수단 
지역에 확대되는 폭력 사태 긴급 중
재 위해 12만9천여 명의 컨설턴트
와 의료 센터를 통해 원조 활동 실
시

2008
미얀마 태풍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발생한 수백 
만의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 진행 

2014
남수단 분쟁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 
분쟁 부상자와 국내 실향민, 주변 
국가로 대피한 난민 구호 활동 중

시리아 분쟁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구호 활동 중 

기니 에볼라 대응  
전염병 에볼라가 발생한 기니에서 
응급 대응 중 

1975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내전
캄보디아 무장 단체인 크메르루주 
정권 희생자들을 위해 국경없는의
사회 최초의 대규모 의료 프로그램 
개시

레바논 전쟁  분쟁지에서의 첫 부상자 치료 활동 개시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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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정성

혁신
1971년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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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여자아이

후원하기
후원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02)3703-3500 또는 
이메일 support@seoul.msf.org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135-9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조이타워 5층
전화 02) 3703-3500 
홈페이지 www.MSF.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sfkorea 
트위터 https://twitter.com/msfkorea 
유투브 https://www.youtube.com/msfkorea 
 아트 디자인: 최문진, 10 Media

국경없는의사회 편집팀: Lorna Chiu, Julie Super, 김미정, 정태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