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의료 인도주의 독립 단체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 재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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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종이나 종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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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헌장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민간단체로서 

주로 의사 및 의료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체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 :

국경없는의사회는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 없이 돕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편적인 의료 윤리를 따르며, 

누구나 인도주의적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구성원들은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유지한다.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하고,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세계 각 국에서 수행한 활동의 개요를 설명한다. 

활동 종사자 수는 국가별 풀 타임 근무로 환산하여 총 합계를 나타냈다. 

각 국의 개요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활동에 관한 설명이며, 해당 국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의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대체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역의 명칭과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경없는의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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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아베이의 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이 구호 물품을 받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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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의 인세인 진료소에서 약을 받고 있는 환자

13년간의 현장경험 중 저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수단과 부룬디에서 영양실조 치료 및 기본의료 

사업을, 체첸공화국 및 다게스탄에서는 분쟁상황 대응을, 

과테말라에서는 HIV 환자를,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말라리아, 

결핵과 HIV 프로그램 및 사이클론 후 긴급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료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햇볕 아래 몇 시간을 걸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었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고통 받던 아이들이 

2주의 치료 후 안정화 되고 점차 회복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동료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의사, 간호사, 로지스티션 및 

여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본 보고서에도 나타나있듯이, 2011년 모금된 자금의 89%는 민간 

후원금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적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에 관여된 정부 혹은 당사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 한 알, 

붕대 하나, 모든 수술용 도구는 모두 일반 대중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열정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엠마누엘 고에(Emmanuel GOUE)

1971년 1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구호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축하 

받을 기념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며, 잊혀질 수도 

있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에 어떻게 앞으로도 대응할 

것인지 재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의료시설의 대기실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 현장활동가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65개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2011년 주요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한 해 800만 건의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44만 5천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치료했습니다. 

또한 각 대륙별로 가장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컸던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와 러시아 연방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책임감과 투명성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본 보고서를 통해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모인 재정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말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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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활동 평가
국제회장 우니 카루나카라 박사(Dr. Unni Karunakara)
사무총장 크리스 톨기슨(Kris Torgeson)

전쟁의 장기화, 가뭄, 의료지원이나 구호활동에 

대한 제약은 소말리아 중남부 전역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5월부터 12월까지 

소말리아 중남부 및 에티오피아, 케냐에 위치한 

난민캠프에서 영양실조환자 95,000여 명, 홍역환자 

6,000여 명을 치료했다. 235,000명의 어린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450,000건 이상의 

진료를 했다.

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 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프로그램 확장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2011년 10월 13일, 케냐 

다답(Dadaab)에 위치한 소말리아 난민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 블랑카 티바웃(Blanca 

Thiebaut)과 몬세라 세라(Montserrat 

Serra)가 납치되었다. 연말에는 현장활동가 필립 

하벳(Philippe Havet)과 안드리아스 카렐 

케일루후 박사(Dr. Andrias Karel Keiluhu)가 

모가디슈에서 활동하던 도중 살해당했다. 

인도주의 활동에 평생을 바친 필립과 안드리아스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왔다.

분쟁 지역에서의 활동

코트디부아르 대선이 대대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자 사람들은 이를 피해 피난을 떠났고, 

진료소와 병원은 방치되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코트디부아르 프로그램 총 책임자였던 자비에 

시몬(Xavier Simon)은 “의료진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의약품도 부족해서 서부지역의 많은 

의료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코트디부아르 서부지역과 

아비장(Abidjan)에 병원과 진료소, 이동진료소를 

설치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난민에게도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11년 내내 폭력과 불안이 

지속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은 다른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진료했다.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새 이웃이 되었지만 불안정한 정세와 열악한 

보건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 10개 주 중 7개 주에서 

활동했다.

리비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마을에 기본적인 의료, 수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튀니지로 피난 간 수 천만의 난민 중 일부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최전방에서 제대로 활동하게 

된 건 몇 주가 지난 뒤였다. 내전에 휘말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 치료와 수술, 산모 및 소아과 진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활동을 했다.

새로운 맥락 - 중진국에서의 응급 상황  

최근 바레인에서 공공 보건시설을 찾아가는 일이 

위험해졌기에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들은 공공 

보건시설에 가지 못하는 바레인의 2백여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병원과 진료소에서 환자와 

직원들이 체포되는 것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바레인 정부에게 환자와 부상자 진료에 관한 조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바레인에서의 상황은 양호한 보건제도를 갖춘 

중진국 혹은 부국에서의 응급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제시했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변경하여 단기 응급 

지원을 하면서 틈새를 메워나갔다. 이집트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물자를 기부하고, 응급 대처와 

환자 대응법을 의료진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현지 의료진들을 지원했다.

자연재해 대책 활동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맥락에 

맞게 대응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사무총장 

에릭 우아니즈(Eric Ouannes)는 “유연성 높은 

이동팀을 개설해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가장 위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했고, 아직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남아서 틈새를 메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임시진료소를 개설하고 진료 및 상담을 

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브라질,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홍수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도왔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과 

홍수 피해를 입은 태국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 

터키 반(Van) 지역을 지진이 강타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심리 

치료도 제공했다.

만성화된 위기와 기초 보건의 중요성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상황만큼이나 만성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티와 남수단에서 우리는 수술 치료와 2차적 

구명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투자하면서 시급한 전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초 보건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개 

병원과 36개 의료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카르노(Carnot) 마을은 

특별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망률이 

위급시 수치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정부와 

후원자의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예방과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성 질병 때문이다. 

실제로 홍역이나 콜레라처럼 흔하면서도 치료가 

쉬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예방책과 치료법은 수십 년 동안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홍역 예방 백신을 

놓았으며 콜레라 환자 약 139,000명을 치료했다. 

하지만 이는 역부족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300만 개의 홍역 백신을 놓았지만 129,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500여 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효과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치료법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질의 진료 보장  

우리는 환자를 존중하며 진료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샤가스 병(Chagas) 치료제의 

생산이 중단되어 샤가스 병 진단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매년 1,400만 명이 샤가스 병에 

감염되며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치료약인 

벤즈니다졸(benznidazole)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회사 한 곳에서만 생산된다. 치료제 생산이 

중단된 뒤 국제적으로 항의가 빗발치자 브라질 

보건부는 생산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지만 2011년 

말에도 여전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각국 정부가 수입 규제 장벽을 세우고 보건부 등의 모가디슈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소말리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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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둔구병원에서 환자가 총상을 치료받고 있다.

2011년은 인도주의적 위급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났던 

한 해였으며 그 상황들은 매번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다.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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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수시로 공급원을 바꾸는 관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케냐에서는 평판이 좋은 업체로부터 구입한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이 위조약이었던 

적도 있다. 2002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의약품 품질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환자들이 필요한 양질의 의약품을 확실히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각국 정부 및 다른 의료기관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위험 속 진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환자 수백만 명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면 이러한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세계 보건의 가장 큰 문제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제의 

80%를 공급하는 인도에서 저렴한 일반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인도 특허법 보호조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중보건을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FTA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생산의 대안으로 

간주되었던 ‘자발적 라이센싱’은 우리가 기대했던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의약품 특허풀에 참여한 제약회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일반 의약품 생산 권한을 주는 라이센스는 

모두 가격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40년 간의 의료 지원 활동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가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지난 35년간 불법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지속해왔던 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철수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 진행한 태국 

프로그램은 전세계 국경없는의사회의 응급 대응을 

향상시킨 혁신과 발전의 장이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40주년을 맞았다. 

40년 동안 60개국 3만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2월 열린 

국제총회에서 브라질, 동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협회의 신규 개설을 축하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에 23개 협회를 두고 있으며, 

이런 확장을 통해 우리의 활동 방식도 변화되었다. 

우리는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배 

구조를 개혁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설립이념을 잃지 않고, 21세기 

인도주의적 응급 상황에 잘 대응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71년 처음 선언했던 인도주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의 핵심 가치는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단 한 사람에게도 손을 뻗어 그들의 생존을 

돕는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힘과 영감을 

주고 있다.

리비아 트리폴리 벤 아슈르 진료소에서 외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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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
(프로그램 지출액 순서)

10개국에 대한 총프로그램의 예산은 329백만 유로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프로그램 총 예산의 54%를 차지한다. 

1.  콩고민주공화국

2. 아이티

3. 수단 및 남수단

4. 소말리아

5. 에티오피아

6. 니제르

7. 케냐

8. 짐바브웨

9. 나이지리아

10. 차드 

현장활동가 수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5개국. 

풀타임 정규 직원 기준.

외래환자
외래진료 건수가 많은 상위 5개국. 

단, 전문진료는 제외. 

1.  콩고민주공화국 1,346,245

2.  미얀마 669,948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57,947

4. 소말리아 551,321

5. 코트디부아르 531,298

현장활동 지역분포

(단위: 프로그램수)

   아프리카 271

   유럽 5

   아시아*  113

   아메리카   47

현장활동 지역환경

(단위: 프로그램수)

   무력분쟁 119

   분쟁이후 14

   내부불안정 132

   안정 171

10.8 %

1.1 %

25.9 % 62.2 %

30.3 %

27.3 %

3.2 %

39.2 %

활동 개시 요인

(단위: 건)

   무력분쟁 172

   전염병창궐 163

   보건의료서비스부족 81

   자연재해 20 37.4 %

39.4 %

4.6%

18.6 %

*중동과 코카서스포함

주요활동 하이라이트

활동 세부사항 총계

외래환자 외래환자 진료건수 8,300,000

입원환자 입원환자 총 수 445,000

말라리아 확진 환자 치료 건수 1,422,800

영양치료식센터 식품보급센터에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 환자 수 348,000

보충식 급식센터 보조 식품보급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증 영양실조 아동 환자 수 60,000

HIV 2011년 말 기준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HIV 감염자 총 수 228,700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1차) 2011년 말 기준 1차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총 수 201,600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2차) 2011년 말 기준 1차 치료에 실패하여 2차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총 수 3,200

모자감염 예방(산모) 모자감염 예방(PMTCT) 치료를 받은 HIV 양성 임신부 수 10,500

모자감염 예방(신생아)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대상자중 노출 후 치료를 받은 신생아 수 10,100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 출산한 산모 총 수 192,000

외과적 개입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의 산과적 수술을 포함, 주요 외과적 개입 사례 73,100

폭력 피해자 직접적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과적 및 외과적 개입 사례 54,300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치료 건수 14,900

결핵(1차) 2011년 1차 약제로 결핵 치료를 받은 신규 환자 총 수 30,700

결핵(2차) 2011년 2차 약제로 결핵 치료를 받은 신규 환자 총 수 1,060

정신건강(개별) 개별 정신과 상담 건수 169,700

정신건강(그룹) 그룹의 정신과 상담 또는 그룹 세션 건수 19,200

콜레라 콜레라 치료센터에 입원했거나 경구 수액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 총 수 130,800

홍역 예방 접종 홍역 유행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총 수 5,034,000

홍역 치료 홍역치료를 받은 환자 총 수 126,500

뇌수막염 예방 접종 뇌수막염 유행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총 수 952,600

뇌수막염 치료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환자 총 수 5,900

주요활동 하이라이트는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자료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들이 직접 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만을 포함한다.

활동개요

1. 아이티 3,872

2.  콩고민주공화국 2,919

3. 남수단 2,169

4. 소말리아 1,729

5. 니제르 1,705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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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활동
샤가스 병
샤가스병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만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세계 여행이 급증하면서 북미, 유럽, 

호주, 일본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샤가스는 진흙과 짚으로 만든 집의 벽과 지붕 

틈에서 사는 침노린재를 매개로 하는 기생충병이다. 

샤가스병은 수혈을 통해서도 전염되며 임신 중 

태아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장기 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샤가스병 환자는 

초기 급성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만성 

단계가 수년간 지속된다. 하지만 결국, 감염환자의 

30%는 몸을 쇠약하게 하는 합병증이 나타나고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 줄게 된다. 성인환자의 

경우 주 사망원인은 심부전이다.

샤가스병 진단은 혈액 샘플을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샤가스 병 

치료제는 현재 벤즈니다졸(benznidazole)과 

니퍼티목스(nifurtimox) 두 가지뿐인데 모두 

35년도 더 전에 개발된 것이다. 신생아의 경우 

치료율이 100%이지만 감염 날짜와 치료 시작 

날짜간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치료율은 낮아진다.

현재 사용하는 치료법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는데 두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중인 약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샤가스 치료 프로그램에 

신규 환자 2,500명을 입원시켰다. 

 

 
콜레라
콜레라는 수인성 급성 위장 감염으로 비브리오 

콜레라 균에 의해 감염된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오염된 인분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대규모 발발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감염 증세만 겪지만 아주 심각해지면 대량의 설사와 

구토증세를 유발하고 심각한 탈수 증상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치료제는 수분과 염분을 경구 

혹은 정맥주사 투약으로 보충하는 수분 보충제로 

이루어져있다.

 

콜레라 발발이 의심되면 환자들을 전문 치료센터에 

격리시켜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센터 외부에서 

엄격한 위생 관리 기준을 시행해나가야 하며 안전한 

물 공급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콜레라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안전한 물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가장 잘 발생한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콜레라 환자 

130,800명을 치료했다.

 

 
건강 증진
건강증진활동의 목표는 건강을 향상시키고 보건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건강 증진은 

상호교류과정이다.

심각한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의 경우,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경로, 예방법, 주의해야 하는 징후, 감염되면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콜레라 발생에 대응할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올바른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이다. 

 

 
HIV/AIDS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혈액과 체액을 통해 

전염되며 보통 3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AIDS(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를 일으킨다.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기회 감염에 걸리게 된다. 기회 감염 중 

가장 사망에 많이 이르게 되는 질병은 결핵이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HIV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 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지내며 HIV에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ARVs)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약제 배합은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면역체계를 

빠르게 악화되지 않게 하여 환자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항레트로바이러스는 

또한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도 크게 줄인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포괄적인 HIV/AIDS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인 치료와 더불어 교육과 인식 고취 활동, 

콘돔 배급, HIV 검사, 상담, 모자수직감염(PMTCT)

예방 서비스가 있다. 모자수직감염 예방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임산부에게 임신 기간과 

분만중, 혹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처방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HIV/AIDS 환자 

228,700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5,000명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했다.

 

 
흑열병(내장리슈마니아증)
경제적으로 윤택한 국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칼라아자르(흑열병을 뜻하는 힌두어)는 열대성 

기생충 병으로 특정한 종류의 모래 파리한테 물리면 

전염된다. 76개국의 풍토병이며 연간 250,000에서 

300,000건의 감염 사례 중 90%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남수단, 수단, 브라질에서 발병한다. 

흑열병은 열, 체중감소, 간과 비장 비대증, 빈혈, 

면역결핍증과 같은 증상이 특징이다. 치료받지 

못하면 흑열병은 거의 항상 사망으로 이어진다.

아시아에서는 빠른 진단 검사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장, 골수나 림프절에서 추출한 

샘플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러한 

진단 검사는 아프리카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감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 이는 침습적 수술로 

개발도상국에서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필요로 한다.

흑열병 치료 방법은 최근 몇 년 간 발전했다. 

곧 리포솜 암포테리신 B(Liposomal 

amphotericin B)가 단독 혹은 병용 요법으로 

아시아에서 기본 치료제로 쓰일 것이다. 이는 

기존에 쓰였던 의약품보다 안전하며 치료 기간도 

짧다. 하지만 정맥주사 투약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역 진료소에서 쓰이기 어렵다. 아프리카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제는 고통스러운 

주사가 수반되는 5가 안티몬제(pentavalent 

antimonials)와 패로모마이신(paromomycin) 

병용 요법이다. 

흑열병과 HIV에 같이 감염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두 가지 모두 면역체계를 공격하고 

약화시키면서 악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흑열병 치료에 7,600명의 

신규 환자를 등록했다.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감염된 모기를 통해서 전염된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 관절 통증, 두통, 

구토 반복, 경련, 혼수상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열대열말라리아원충(Plasmodium 

falciparum)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중증 말라리아는 장기 손상을 일으키며 

치료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연구 결과, 현재 ACT제제 

(artemisinin-based combination 

therapy)가 열대열말라리아원충에 의한 

말리리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임이 

밝혀졌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은 

중증 말라리아에 감염된 아동의 경우 

치료제로 아르테메터(artemether)보다 

아르테수네이트(artesunate)를 권장하도록 

변경되었다.

장기간 사용가능 한 살충 처리된 모기장은 

말라리아를 통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위험지역에서 중증 말라리아에 

가장 취약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모기장을 배급하며 사람들에게 모기장 

이용법을 알려준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말리리아 환자 

1,422,800명을 치료했다.

 

 
영양실조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동의 경우 통상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양실조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는 산모가 일반적으로 이유식을 시작하는 

6개월에서부터 24개월까지이다. 하지만 5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임산부나 모유수유중인 산모, 

노년층과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아동 영양실조를 진단하는 방법은 체중과 키를 

측정하는 방법과 팔뚝 둘레 길이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측정법에 따라 

영양결핍아동들을 일반 영양실조 혹은 급성 중증 

영양장애로 진단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바로 이용 가능한 

영양치료식(RUF)으로 영양실조를 치료한다. 

영양치료식에는 강화분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고 

체중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 영양식은 유통기한이 길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이용 

가능하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집에서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증 영양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는 어린이에게 영양 

보충제를 배급하여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취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영양프로그램에 

영양실조 환자 348,000명을 입원시켰다.

 

 
홍역
홍역은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10일에서 14일 후 콧물, 

기침, 눈 감염, 발진, 고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환자는 격리되어서 

비타민 A로 치료받는다. 합병증에는 눈 관련 질환, 

구내염(입 안에 난 바이러스성 염증), 탈수 증상, 

단백질 결핍과 기도감염이 있다.

홍역환자 대부분은 2,3주 안에 회복되지만 

5~20%는 사망하는데 주로 설사, 탈수, 

뇌염(뇌에 생기는 염증), 중증 기도 감염과 같은 

에티오피아 압두라피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임상병리사가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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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 주요 원인이다.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홍역 백신이 있으며 

대규모 백신 캠페인으로 인해 홍역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보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율이 여전히 낮고 대규모 홍역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홍역환자 126,500명을 

치료했으며 5,000,000명 이상에게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얇은 

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뇌수막염은 급작스럽고 

심각한 두통, 열, 메스꺼움, 구토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이 뻣뻣하게 되는 증세를 초래하기도 

한다. 증상 발현 몇 시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6종의 박테리아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es)이 알려져 있지만 (A, B, C, 

W135, Y, X) 그 중 A와 W135 두 가지가 대부분의 

전염병을 일으킨다. 아무런 증상 없이 감염된 사람도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박테리아가 전염될 

수 있다. 의심 사례는 척수액 샘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제에는 특정한 항생제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감염환자 5~10%는 사망하게 

되며 생존자 5명 중 1명은 청력 상실, 학습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뇌수막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지만 감염 사례와 

사망자 대다수는 아프리카, 특히 동쪽으로는 

에티오피아에서 서쪽으로는 세네갈에 이르는  

‘뇌수막염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염병은 대부분 뇌수막염 

A에 의한 것이다. 이 종에 대한 새로운 백신은 

10년 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건강보균이 

염증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예방접종 

캠페인은 현재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시행 중이며 뇌수막염 벨트 전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뇌수막염환자 5,900명을 

치료했으며 952,6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 했다.

 

 
정신건강 

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삶의 파괴를 겪거나 

목격하는 등의 트라우마가 남는 사건은 사람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적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트라우마 

희생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사회 진료는 공동체가 트라우마 후 자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담 전문가들은 모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정리해서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로 간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적 신념에 맞춰 스스로를 재건하고 

가능한 빨리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개별 상담과 정신질환 진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심리사회적 

치료를 보완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189,000건의 개인 및 

그룹 상담 세션을 진행했다.

 

 
구호 물자 배급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의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종종 정신적, 신체적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구호 물자를 배분하기도 

한다. 의류, 담요, 침구, 임시거처, 세정제, 

취사도구와 연료와 같은 물자를 공급했다. 많은 

응급 상황에서 구호물자는 세트 형태로 배급된다. 

조리기구 세트에는 버너, 냄비, 접시, 컵, 커트러리와 

물통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정 세트에는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세탁 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임시거처가 없고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으면 

국경없는의사회는 밧줄, 비닐 시트, 텐트와 같은 

응급 물자를 제공해서 지붕을 만들어 어느 정도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추운 

날씨에는 더 튼튼한 텐트를 제공하거나 더 영구적인 

구조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225,500개의 구호 

키트를 배급했다.

 

 
생식 보건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응급 대응에는 포괄적인 

응급 산과 및 신생아 진료가 포함된다. 의료진들은 

출산을 돕고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하며 

아프거나 저체중인 신생아와 영아를 치료한다.

다수의 국경없는의사회 장기 프로그램은 더 

광범위한 산모 보건 계획을 진행한다. 출산 전 검진을 

몇 차례 받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를 통해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난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만 후 산후 관리에는 

가족계획 상담, 성병 관련 정보와 교육도 포함된다.

출산 전 양질의 검진과 산과 진료는 산과적 누공을 

예방할 수 있다. 산과적 누공은 산도에 부상을 입는 

것으로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린 폐색성분만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 불명예처럼 

여겨지는 실금을 유발한다. 산과적 누공 환자는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경없는의사회 

여러 프로그램은 전문 산과적 누공 치료 수술을 

진행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821,800건 이상의 출산 

전 검진을 했다. 

 

 
성폭력
국경없는의사회는 성폭력 환자들에게 의료, 성병 

예방 치료, 정신적ㆍ사회적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분쟁 지역이나 난민 캠프와 같이 성폭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전담 팀이 도움을 제공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하는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법적 지원에 대해 홍보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14,900명 이상의 성폭력 

관련 부상 환자를 치료했다.

 

 
수면병(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일반적으로 수면병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증으로 체체파리를 통해 

전염된다. 이 병은 중추 신경계를 공격해서 심각한 

신경 질환을 일으키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 보고된 사례 중 90%이상은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감비아트리파노소마 

(Trypanosoma brucei gambiense)라는 

기생충에 의해 감염된다. 나머지 10%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로데시아트리파노소마 

(Trypanosoma brucei rhodesiense)에 의해 

발생한다.

수면병은 1단계에서 치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다. 고열과 허약해짐과 같이 

특별하지 않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단계는 

기생충이 중추 신경계를 침해할 때 시작되며 감염 

환자는 빈약한 신체적 조절 능력, 혼동, 경련, 수면 

장애와 같은 신경 증세나 정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척수 

샘플이 필요하다. 

니퍼르티목스-에플로리니틴 병용요법(NECT)은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지침이다. NECT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에 쓰였던 비소에서 

파생된 멜라소프롤(melarsoprol)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멜라소프롤은 부작용이 많고 심지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도 있다. 1, 2단계 

모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구약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임상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수면병 치료를 위해 

신규 환자 1,400명을 입원시켰다.

 

 
결핵
현재 세계 인구 1/3이 결핵균에 감염되어있다. 

매년 9백만 명이 진행성 결핵에 걸리며 이로 인해 

150만 명이 사망한다.

결핵은 감염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 결핵 감염 환자가 전부 아프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는 어느 순간 결핵이 활성화된다. 

이 질병은 보통 폐에 영향을 미친다. 사망에 이르기 

전 계속되는 기침, 열, 체중감소, 흉통, 호흡곤란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 HIV 환자들에게서 결핵 

발병률이 훨씬 높으며 또한 주요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핵은 객담 샘플로 진단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서는 

객담을 받기가 어렵다. 2시간 만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약제 내성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분자 실험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된 전원 공급에 의존하며 또한 객담 샘플을 

필요로 한다.

단순결핵 치료 과정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가장 

효과가 좋은 1차 항생제 2개에 내성이 생긴환자들은 

다제내성 결핵(MDR-TB)에 걸린 것으로 본다.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약물요법에 2년이 걸리는데다 부작용도 많은 등 

약물 치료가 어렵다. 광범위 내성 결핵(XDR-TB)는 

다제내성 결핵에 2차 치료제 내성이 나타날 때 

식별할 수 있다. 광범위 내성 결핵은 제한적인 

치료법 밖에 없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결핵환자 30,700명과 

다제내성 결핵 환자 1,060명을 치료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공중 보건에서 가장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의료개입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년 

약 2백만 명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예방 

접종만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든 곳에서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DT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B형 간염, 헤모필루스 B형 

인플루엔자(Hib 뇌척수막염), BCG(결핵예방접종), 

인유두종 바이러스, 홍역, 폐구균 단백접합백신, 

소아마비, 로타바이러스, 풍진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방접종 보급률이 일반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기본 보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또한 홍역, 황열병, 

뇌수막염 발병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기본 

대응이기도 하다.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에는 

예방접종의 혜택과 관련된 인식 고취 활동과 공동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예방접종 팻말을 

세우는 활동이 있다. 보통 캠페인은 2~3주 동안 

진행되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물과 위생
의료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물과 양호한 위생 관리는 

필수적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활동하는 모든 

시설에서 깨끗한 물 공급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확보한다. 

 

응급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안전한 물과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 식수와 폐기물 처리가 최우선 

과제이며 캠프와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짓는다. 

안전한 수원을 인근에서 찾을 수 없으면 컨테이너로 

물을 수송해온다. 시설 사용을 증진시키고 좋은 

위생 관습 시행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정보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안전한 물 

96,000,000리터 이상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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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가 약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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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활동: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계속해야 하는가?

해야 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마침내 정부의 

생존자 수용 캠프 외부에 병원 개설을 승인 

받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의문이 들었다. 

정부가 비정부기관의 독자적인 역학조사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팀은 난민들의 보건 상황에 

대해 대략적인 개념밖에 없었다. 누가 캠프에서 

온 것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급한 환자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국경없는의사회가 정권의 

사실상의 공중보건 대리 기관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에서 활동 장소, 

환자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등에 따른 

제약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경없는의사회 HIV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23,0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던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체 원칙에 

따라 타협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협의 정당화는 의료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한 

행동 윤리에 기반해야 하고, 지배 정권과의 

결탁은 거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공중보건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우리의 타협안은 

정당화되지도 않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

끊임없이 협상하며 기회 모색하기

문제의 핵심은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 핵심은 특정 정당이나 

파벌에 대한 충성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느냐다. 이런 

이유로 국경없는의사회는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한 

파트너이지만, 우리가 정치적 공간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화된다.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장활동가 5명이 

살해당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20년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활동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잔인한 방법으로 깨달으며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접었다.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주요 정당, 독재 군부, 

현장에 있는 원조 단체와도 뜻이 달랐다.

하지만 5년 후,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분열된 상황이고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분쟁지역에서의 의료활동이 대립하고 있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다소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 13명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던 중 살해당했다. 

보였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인식에 따라 의료지원이 각 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상상 속의 인도주의적 공간의 범위를 측정하기 

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측정하면서 각 당사자들과 협상을 지속하는 편이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적절하고 

유용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제르와 북수단에서 철수했다. 당국이 활동을 

금지시키고, 추방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9년, 스리랑카에서 추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교전지대 접근을 

허가 받으려고(결국 성공하진 못했다) 침묵을 

지키겠다는 MOU에 서명했으며, 2010년 예멘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예멘 정부가 부정확하고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던 우리의 공식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서구 군사 개입이 부활하고, 

국제형사재판이 발전하며, UN에서 원조와 정치가 

통합되면서 무엇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인지, 무엇이 

인도주의인지 경계가 흐릿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렇게 구별이 흐려져서 발생하는 

피해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아직 인도주의적 활동에는 합법적인 경계가 없다. 

‘인도주의적 공간’으로 선언되면 자동적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이 지원과 구호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법적, 도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공간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 공간’ 만들기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 지역 및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의료지원을 하고, 방치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국경없는의사회는 확립된 질서에 의해 규정된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 원조를 정당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장 단체나 고립된 정권, 군인과 

민간인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군 부대와 같은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항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아마도 

전염병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치적 결과를 

더 걱정할 것이며, 보건 관계자들이 차별적으로 

보건제도를 관리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인도주의 활동의 공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정치 군사 세력과의 거듭되는 

합의로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공간의 범위는 

단체의 목표,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정치적 지원, 

그리고 단체의 활동을 통해 권력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달려 있다.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느 선에서 거부할 것인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정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고 해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정치세력에 뜻을 굽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피해나갈 수 있을까? 협상을 

통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동의안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수용할 만한 타협안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모든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현장활동가의 안전, 활동 착수 시기, 

지원의 수준, 자원 관리 등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을 배울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목표는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계를 넘어 미미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되는 흐릿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선”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 선은 절대 명확하지 않다. 스리랑카 북부 지방의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결정사항에 

대해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 

반군에 대항해서 잔인한 전면 공세를 펼칠 때, 

반군의 인간 방패로 이용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힘없이 바라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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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에서 HIV 환자 23,000명을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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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앙골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글은 매곤(C. Magone), 뉴만

(M. Neuman)과 와이즈먼(F. 
Weissman)의 <드러난 인도주의적 

협상: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 중 마리 

피에르앨리(Marie-Pierre Allie)의 

서문을 편집하였다. 

1  국경없는의사회 프랑스, 1987, 로니 브라우만(Rony 
Brauman), <회장 보고서>

2  P. 216 <드러난 인도주의적 협상>, “보건 관리” 

에르베브라돌(Jean-Hervé Bradol) 참조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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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기니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말라리아 치료

1984     283

나이지리아 

모자보건, 외과프로그램,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영양프로그램 

1996     1,051

남수단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모자보건,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영양프로그램,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83     1,872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1999     149

니제르 

모자보건,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영양프로그램 

1989     136

라이베리아 

긴급구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90     101

레소토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결핵프로그램 

2006     27

리비아 

병원운영 지원, 긴급구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 

2011     64

마다가스카르 

모자보건 

1987     33

말라위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긴급구호 

1986     819

말리 

말라리아 치료, 긴급구호, 영양프로그램 

1992     360

모로코 

이민자대상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1997     32

모잠비크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1984     444

부르키나파소 

영양프로그램 

1995     215

브룬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과프로그램, 긴급구호

1992     239

소말리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결핵프로그램,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영양프로그램, 

자연재해 대응,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91     1,729

수단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무시되는 질병치료, 

영양프로그램 

1979     853

스와질랜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2007     246

지역별 활동 국가 

파키스탄 신드 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내 이동진료소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 

아프리카

기니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아메리카

과테말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이티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시아/중동

그루지아

레바논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자치지구

필리핀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유럽

그리스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활동 개시 년도     2011년 기준 현장활동가 수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라조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국내실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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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역별 활동 국가



시에라리온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1985     484

에티오피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영양프로그램

1984     1,396

우간다 

병원운영,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영양프로그램

1986     613

이집트 

긴급구호

2010     7

잠비아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1999     8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1996     1,341

지부티 

영양프로그램 

2008     134

짐바브웨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2000     886

차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외과프로그램, 

말라리아 치료,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영양프로그램

1981     977

카메룬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콜레라 치료 

1984     83

케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결핵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영양프로그램,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87     798

코트디부아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외과프로그램, 

긴급구호

1990     646

콩고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97     280

콩고민주공화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모자보건,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콜레라 치료,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81     2,919

튀니지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2011     6

아메리카

과테말라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성폭력 피해자 지원

1984     40

볼리비아 

무시되는 질병치료(샤가스),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1986     32

브라질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자연재해 대응 

1991     4

아이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모자보건, 

긴급구호, 콜레라 치료

1974     22

 

온두라스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성폭력 피해자 지원

1991     3,872

콜롬비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결핵프로그램 

1985     361

파라과이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전염병 대응

2010     35

활동 개시 년도     2011년 기준 현장활동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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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지역 거리에서 현장 치료를 하고 있으며 후송 치료도 돕는다.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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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난민들은 에티오피아 리벤 존에 도착하게 되면 리셉션 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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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진로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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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동

그루지아 

결핵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긴급구호

1993     72

레바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1976     34

미얀마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결핵프로그램

1992     1,290

바레인 

긴급구호

2011     3

방글라데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무시되는 질병치료(흑열병), 긴급구호, 콜레라 치료, 

영양프로그램

1985     323

스리랑카 

병원운영, 외과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긴급구호

1986     310

시리아 

병원운영 지원, 모자보건, 긴급구호,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2009     48

아르메니아 

결핵프로그램 

1988     85

아프가니스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1980     496

예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긴급구호,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94     574

우즈베키스탄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결핵프로그램

1997     157

이라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과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2003     264

이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1996     62

인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에이즈 치료프로그램, 무시되는 질병치료, 

정신건강 지원,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지원

1999     736

일본 

긴급구호

2011     4

중국 

자연재해 대응

1988     15

캄보디아

수감자 결핵프로그램

1979     136

키르기즈스탄

수감자 결핵프로그램, 긴급구호

2005     94

태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이민자지원

1976     42

터키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이민자지원

1999     8

파키스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운영, 모자보건,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1986     1,295

팔레스타인자치지구 

외과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1989     136

필리핀 

긴급구호, 자연재해 대응

1987     2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1992     164

유럽

그리스 

이민자지원

2008     3

러시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1998     179

이탈리아

이민자 정신건강 지원

1999     8

프랑스 

정신건강 지원

1987     30

34살의 이 청년은 2011년 11월 HIV 양성 진단을 받고 1개월 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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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있는 의료 및 심리 치료 센터에서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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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시 년도     2011년 기준 현장활동가 수

활동 개시 년도     2011년 기준 현장활동가 수

활동 개시 년도     2011년 기준 현장활동가 수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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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RC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마을 또는 지역

DRC

Katanga

nORth Kivu

SOuth Kivu

ManieMa

KaSai-Occidental

ORientale

KinShaSa

ÉquateuR

Bandundu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기본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조차 어렵다.

동부지역에서는 무장 단체와 강도집단 간 동맹 

변화의 결과로 매일같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은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범죄로 인해서 때때로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전염병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 전역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비하는 응급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2011년 홍역 발병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300만 명 이상의 아동을 예방접종 했으며 

13,700명을 치료했다. 

말라리아가 콩고민주공화국 아동 사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지역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수가 2009년 대비 250% 

늘어났고 북키부(North Kivu), 남키부(South 

Kivu), 카탕가(Katanga), 에콰퇴르(Equateur), 

오리엔탈레(Orientale), 마니에마(Maniema) 

주에서 158,000명을 치료했다. 의료팀은 또한 

북키부, 남키부, 오리엔탈레, 반둔두(Bandundu), 

에콰퇴르 주와 수도인 킨샤사(Kinshasa)에 치료 

센터를 개설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콜레라 발병에 대응했다.  

HIV 치료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HIV 환자가 약 100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제의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350,000여 명이나 된다. HIV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기부가 철회되고 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치료가 

시급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킨샤사에서 HIV 치료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 전역의 병원과 

의료 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HIV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5,000명 

이상이 국경없는의사회 HIV 치료에 등록되어 있다.  

수면병 프로그램

오리엔탈레 주 오트 우엘레 (Haut-Uele)와 바스 

우엘레 (Bas-Uélé) 지구는 수면병(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감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체파리를 통해 전염되는 기생충병인 

수면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들은 이동 진료소와 

딩길라(Dingila), 오트 우엘레, 도루마(Doruma), 

바스 우엘레 지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검진했으며 수면병 환자 약 

1,500명을 치료했다. 

분쟁 희생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2011년 말, 북키부 주민 500,000명 이상이 

난민으로 등록되었으며 남키부에서는 630,000명이 

피난을 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주 전역에 있는 병원과 

의료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팀은 북키부 마시시(Masisi), 

음웨소(Mweso), 핑가(Pinga), 

비람비조(Birambizo), 루트슈루(Rutshuru), 

니안잘레(Nyanzale), 고마(Goma) 주변지역과 
둔구병원에서 외과의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당한 여성을 수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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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앙가라병원 영양실조 클리닉에서 간호사가 16개월된 아이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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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템보(Butembo) 마을에서 기본 및 전문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루트슈류 병원의 일부 

서비스를 보건부로 이양했다. 의료진들은 이 주에서 

총 404,000건 이상의 진료를 했다. 남키부의 경우, 

3개 의료 센터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된 

칼롱게(Kalonge), 룰링구(Lulingu), 오트 

플라토(Hauts Plateaux), 샤분다(Shabunda) 

그리고 마틸리(Matili)의 제 2 병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일부 

지역에는 도보로 장기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외딴 곳과 캠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키부에는 응급 대응 전문팀도 있다. 

남키부와 카탕가 경계에 인접한 캠프 5개소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방접종, 영양 지원을 비롯한 

기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9월, 의료진들은 카탕가에 

위치한 칼레미 마을 북부의 캠프 2개소에서 기본 

의료 지원과 식량 지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카탕가와 북키부의 마노노(Manono), 

샴와나(Shamwana), 마시시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외과 의료진은 몇 주 동안 누공 폐쇄술을 진행했다. 

산과적 누공은 장시간의 출산 혹은 난산의 결과로 

산도에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실금을 일으키기도 한다. 2011년, 

110명 이상의 여성들이 누공 폐쇄술을 받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리엔탈레 주 부니아(Bunia) 

활동 일부를 지역 단체인 소페파디(Sofepadi)로 

이양했다. 이 단체는 성병 치료, 가족 계획 서비스, 

성폭행 피해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소페파디에게 의료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소파페디는 현재는 응급 대응과 

15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HIV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게티(Gety)에서 의료팀은 기본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치료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키부에서 4월, 제복을 입은 무장단들이 오트 

플라토 근처 마룽구(Marungu)로 향하던 

국경없는의사회 차량을 향해 발포하고 운전사 

소지품과 차 안에 있던 물품을 모두 갈취했다. 

그 후, 무장강도들이 또 다른 국경없는의사회 차량을 

부카부(Bukavu)와 우비라(Uvira)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공격했고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월, 무장한 사람들 몇 명이 북키부 마시시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숙소를 침입해서 공격했다. 의료팀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이동 의료활동을 중지했으나 마시시 

종합 위탁병원에서 최소한의 응급 지원은 지속했다. 

2011년 북키부에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받았던 

공격은 총 108건이었다.  

마넬마에서 병원 진료

국경없는의사회는 2006년 루부투(Lubutu) 병원을 

인수했다. 2011년 말, 100,000명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능력은 병상 160개로 늘었으며 이 지역 

사망률도 2005년 대비 5배로 떨어졌다. 2012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활동을 다른 비정부기구에 

넘겨줄 계획이다.

성폭행

많은 일반 의료 프로그램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남키부 

피지(Fizi) 주변과 북키부 핑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약 10건에 대응했다. 총 2,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 및 정신적 지원을 받았다. 

2011년 말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는 2,919명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81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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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2011년 말, 지진이 발생한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는 상태이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보건제도를 재건하는 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포르토프랭스(Port-au-

Prince)와 레오간(Léogâne)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콜레라 전염병에 대응하고 전문의 

진료를 하고 있다. 

콜레라 발발

2010년 10월 발병한 콜레라 전염병으로 2011년 

말까지 520,000명의 감염 환자와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이티 전역 50개 시설에서 활동하면서 콜레라 

증세를 보이는 환자 약 170,000명을 치료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노흐(Nord) 주에서 19개의 

치료 센터와 90개의 경구 수분공급처(oral 

rehydration point)를 개소했다. 의료진들은 

노흐 주에서만 31,7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2011년 초 몇 달 동안 신규 환자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을 이양하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2011년 10월 철수하기 전, 노흐 주 

보건부 직원들을 6개월 간 훈련했으며 물류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이티 다른 지역에서 임신이나 

지병으로 인해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치료를 계속했다. 5월, 우기가 

시작되었고 감염률이 다시 높아졌다. 의료진들은 

포르토프랭스에 응급 치료 센터를 다시 열었으며 

8곳에서 병상 1,000개를 운영하도록 수용능력을 

높였다.

2011년 말에도 콜레라는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 증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아이티 인구 절반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  콜레라 재발병은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가 감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로했다.  

산모 건강

지진이 발생하기 전, 국경없는의사회의 아이티 

활동은 산모 보건에 중점을 두었다. 산모 사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은 치료 가능한 임신중독증과 

같은 임신 관련 고혈압 장애이지만 많은 여성들은 

응급 산과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응급 산과병원이 파괴되었다. 2011년 3월, 

델마 33(Delmas) 지역에 신규 산과 응급 위탁 

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상 80개를 갖춘 이 병원은 

임신 기간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또한 산후 조리와 신생아 간호, 가족 계획, 정신과 

진료와 HIV 모자수직 감염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센터에서 4,000건 이상의 출산을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응급 출산이었다. 

포르토프랭스에서의 병원진료

수도 전역의 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 

대응에서 일반적인 전문가 의료 서비스로 초점을 

바꿨다. 지진 직후 기존 치과 자리에 세워진 200주년 

병원은 2011년 7월 문을 닫았다. 이 병원에서는 

응급 진료, 수술, 소아과 진료, 정신과 치료와 

응급환자 구급차 후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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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토프랑스 타바레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고 있다.

모세  
33세 

“전 보그반니크 출신입니다. 정원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진료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링거를 맞았던 건 기억합니다. 

그때 의식이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의료 

센터에는 저에게 적합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토마시크로 

왔습니다. 다시 기절해 이곳에 도착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의식을 되찾았고  

더 나아진 기분입니다.

다른 콜레라 환자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이  

더 좋지도 않습니다. 이 질병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2011년, 병원과 두 개의 이동 진료소에서 200주년 

병원 직원들은 매 달 환자 4,000명을 진료했다. 

시테 솔레이(Cite Soleil)의 빈민가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보건부의 

초스칼(Choscal)병원 수술실 두 곳, 응급 부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병동에서 활동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심리사회적 치료를 제공했다. 

마티상(Martissant)에 위치한 병상 40개를 

갖춘 국경없는의사회의 응급 및 안정 센터는 

지진을 견뎌냈다. 응급 지원과 더불어 이 병원은 

계속해서 산부인과, 내과, 정신과 진료를 했다. 

사르트(Sarthe)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부상 

치료와 정형외과 수술 및 재건 수술을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 물리 

치료사들은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환자 재활을 

돕고 이동보조기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 발생 며칠 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국경없는의사회 임시 병원은 2011년 5월, 

드후이야(Drouillard) 지구에 있는 병상 200개를 

갖춘 새 병원으로 바뀌었다. 드후이야 병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화상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외과의사들은 매일 20여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1년 동안 29,000명이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수도 외곽 지역에서 진료 받기

포르토프랭스 서쪽에 있는 도시 레오간은 

지진으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2010년 

10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진 직후 도시에 세웠던 

텐트병원을 반영구 컨테이너 병원으로 교체했다. 

샤튤리(Chatuleyl) 병원은 병상 160개를 갖추고 

있으며 외상과 산과 응급 진료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외래환자 부서는 여성과 5세 미만 아동들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진 직후 아이티 동남부에 

위치한 자크멜(Jacmel)의 생 미셸(Saint 

Michel) 병원에서 보건부 직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응급 진료, 수술,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와 정신과 진료도 제공했다. 

응급 도움 요청이 줄어듦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2월 철수했다.

2011년 말, 아이티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는 3,872명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1년부터 아이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콜레라 환자
170,000명이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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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토프랭스에서 성폭행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Haiti

Haiti

lÉOgâne

PORt-au-PRince

n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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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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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마을 또는 지역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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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마을 또는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명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는다.

Pakistan

Pakistan

Sindh

KaRachi

BalOchiStan

KhyBeR PaKhtunKhwa
Fata

파키스탄의 불안한 정세와 

자연 재해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2011년 초 파키스탄에 홍수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지원과 안전한 물 공급을 비롯한 활동 규모를 

축소했다. 물이 가장 늦게 빠졌던 신드(Sindh)와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에서 도로는 

복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식량과 

임시거처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발루치스탄 

주 데라 무라드 자말리(Dera Murad Jamali), 

신드 주 조히(Johi)와 카라치(Karachi)에서 

의료팀은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호 물자와 

임시 거처를 제공하면서 활동을 지속했다. 조히와 

잠쇼로(Jamshoro) 지구에 겨울이 시작되면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대나무로 만든 임시거처와 비닐 

침구 약 2,000개를 공급했다. 

카라치 시 외곽에서는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생상태가 열악한 캠프에서 살고 있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깨끗한 물과 응급 구호물자 공급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21,000건의 진료를 

수행했고 2011년 5월 말 카라치 보건 당국에 의료, 

물, 위생시설 공급을 이양했다.     

2011년 8월 수 주 간에 걸친 장마는 다시 한번 

심각한 홍수로 이어졌으며 특히 신드 주의 

피해가 극심했다. 탄도 바고(Tando Bago)의 

소구역에서 중심 고가도로 양쪽의 땅은 홍수가 

난지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진료소를 통해서 캠프, 또는 바딘(Badin)과 

타르파카(Tharparkar) 도로변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했다. 의료팀은 지원을 

확장해서 모로(Moro) 구역에서 홍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마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임시적으로 

카이버 팍툰콰(Khyber Pakhtunkhwa) 주 

일부 지역과 소수부족연방보호지역(FATA)의 쿠람 

에이전시(Kurram Agency)에 급증하는 급성 

설사 환자를 위한 치료 센터를 개설했다. 환자 총 

9,774명이 센터를 통해 치료받았다. 

응급 치료

일시적으로 나아진 시기도 있었지만 카이버 팍툰콰 

북부 지역과 소수부족연방보호지역의 상황은 

장기화된 종파간 폭력사태와 정부군과 무장 

반군간의 분쟁으로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주요 

활동으로 응급 의료 지원을 계속했다. 의료진들은 

카이버 팍툰콰 주 다르가이(Dargai)와 

티머가라(Timergara)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티머가라의 

회복실에서 18,8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외과의들은 2,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다. 

의료팀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한구(Hangu)의 테실(Tehsil) 본부 

병원의 응급부서에서 구명 치료를 하며 매달 평균 

1,5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쿠람 에이전시의 알리자이(Alizai)와 사다(Sadda) 

마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진료를 

비롯하여 사고로 인한 대량사상자를 관리하는 

등 지역 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쿠람과 한구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페샤와르(Peshawar)로 이송하는 구급차도 

운영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왓(Swat)구역, 

밍고라(Mingora) 중심 병원의 응급 처치실에서 

18개월 간 활동한 후 2011년 10월 보건부에 활동을 

이양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발루치스탄 주 

차만(Chaman)의 지역병원에서도 응급 치료를 

지원했다. 차만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맞대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종종 의료 지원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9,3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모든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은 교통사고나 폭탄 

폭발등으로 대규모 부상자가 도착할 것에 대비해서 

설립되었다. 

모자 보건

파키스탄 여성들은 양질의 응급 산과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 종종 출산 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여행 

제한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카이버 팍툰콰 주 다르가이와 티머가라 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은 7,000건 이상의 출산을 

도왔다. 2011년 5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페샤와르 

지구에 여성전문 병원을 개설했다. 병상 30개를 

갖춘 이 병원은 고위험 임신과 난산 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출산 전 관리와 산후 조리도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발루치스탄 주 데라 무라드 

자밀과 차만 지역 병원에서 포괄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주도인 

퀘타(Quetta)에서 50개 병상을 갖춘 소아과 병원을 

개설했다. 이 병원에서는 무료로 신생아 및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 

난민들, 유목민, 그리고 정착 주민들이 거주하는 

쿠츠락(Kuchlak) 마을에서 분만실이 딸린 모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은 퀘타 병원으로 

이송된다.

2011년 말 기준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는 1,295명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86년부터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마을 또는 지역Papua New Gu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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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가정폭력과 성폭행 

피해자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 문제에 

직면해있다.

파푸아뉴기니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범죄율이 높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다. 빈곤, 실업,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이러한 폭력의 주요 원인이지만 

보고되지 않는다.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치료는 

충분하지 않고 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도 

많다. 

라에(Lae)시 앙가우(Angau) 기념 종합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정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으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심리사회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센터 직원들은 약 

2,200명에게 포괄적인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팀은 남부 하이랜드(Highlands) 주 

타리(Tari)에 위치한 가정 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900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나라 

전역의 시설 보건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가정 지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타리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정 지원 센터 

관리와 함께 응급 외과 수술도 집도하고 있다. 

외과팀은 800건 이상의 수술을 했으며 10,000건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 그 중 1/3 이상은 

폭력과 관련된 환자였다.

부건빌 남부에서의 보건 

부건빌(Bougainville) 자치주는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반복되는 분쟁의 장소였으며 수 년 동안 

보건 제도가 방치되었다. 소규모 분쟁이 지속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취약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먼저 1998년 휴전 이후 부건빌 

섬 남부에 위치한 부인(Buin) 의료 센터를 지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4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의료진들은 

6,820건의 외래환자를 진료했으며 57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치료했다.

의료시설에서 출산하고자 하는 부건빌의 

대다수 여성들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파푸아뉴기니 보건부는 부인에 

출산대기실을 개설해서 산모들이 출산 직전 몇 

주를 지내면서 출산 시 의료지원을 밀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 210명 이상이 의료 

센터에서 출산했으며 28건의 난산은 부카 병원으로 

위탁되었다.

의료 센터는 개조중에 있다. 실험실 서비스도 

갱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의 

결핵 환자 치료와 후속 치료가 향상될 것이다. 

2011년 의료진들은 결핵환자 44명을 치료했다.

부건빌 부카(Buka)에서 최초로 콜레라가 

발병되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2011년 4월~5월 

간 환자 521명을 치료했다. 

2011년 말 기준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는 164명이다. 처음 

국경없는의사회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동한 것은 

1992년이다.

모나 
23세, 부인 의료 센터

“현재 임신 8개월째이며 그 전 두 번 집에서 

출산할 때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의료센터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출산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1,540건의
출산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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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라에시 앙가우 기념 종합병원 가정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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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북 코카서스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보건제도의 

많은 부분에 공백이 생겼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체첸공화국과 

잉구셰티아(Ingushetia)에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핵 재발병

러시아 당국과 체첸 분리주의자들 간에 이어진 

수년 간의 분쟁 결과로 파괴와 강제 이동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북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결핵, 

특히 약제내성 결핵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치료와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체첸에서 결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의료 서비스의 분산과 

가정 직접 치료로 중점이 바뀌었다. 의약품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은 정량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 받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12월 사이 환자 약 500명이 결핵 

프로그램에 입원했다.

폭력사태에 휘말린 사람들 지원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다게스탄(Dagestan) 

하사뷰르트(Khasavyurt) 시에서 이주민들에게 

의료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던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체첸과 잉구셰티아, 특히 폭력사태와 

정부의 반란진압 조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산악지대에 프로그램을 집중하기로 했다. 

분쟁은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팀은 

체첸에서 8,000건의 개인 상담, 1,700건의 그룹 

상담을 했으며, 잉구세티아에서는 5,100건의 개인 

상담, 1,020건의 그룹 상담을 진행했다.

여성과 아동 보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Grozny)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부인과 및 소아과 외래환자 

진료를 제공했다. 의료진들은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북 체첸 셀콥스코이(Shelkovskoy)와 

나우르스키(Naursky) 지구, 남 체첸 

샤토이(Shatoy)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달 평균 1,500명의 여성들이 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이 중 60%는 성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의료팀은 매달 1,620건의 소아과 

진료를 했는데 이 중 62%는 5세 미만 아동이었다.

심장병 응급 대응

체첸 지역 사망 원인의 2/3를 차지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이다. 2011년 1월에서 6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그로즈니 공화당 응급 

병원에서 심장병 응급 프로그램을 갱신했다. 

2011년 중반에는 임상 검사실 운영을 시작했고 

의료진들은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말까지 입원했던 환자수는 800명이었는데 

그 중 72%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었다. 

2011년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혈전용해술을 

실시했는데 국경없는의사회가 최초로 시행한 

심장응급활동이었다. 2011년 말까지 17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혈전 용해수술을 제공했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 수는 179명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러시아에서는 1988년, 

북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말리카 
28세, 그로즈니

“어렸을때부터 결핵이 무서웠습니다. 결핵으로 

사망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말리카가 결핵 진단을 

받았을 때 상태는 심각했었고 결핵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 후에 추가 

치료도 이어졌다. 말리카는 “알약 하나 빼먹지 

않고 다 복용했다”며, “결핵 치료 유지팀의 

엘리사는 매일 제게 전화를 걸면서 심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6개월 간 치료 

받은 후 결과는 좋았고 말리카의 결핵은 

치료되었다. 

그로즈니 공화국 결핵 진료소에서 회진하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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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마을 또는 지역

chechnya

gROzny

inguShetia

dageStan

변화를 일으키다: 

아프리카에서 중증 말라리아에 대한 

향상된 치료 접근성 보장하기 

2011년 4월

 마비된 의료 서비스: 환자를 탄압하는 바레인 군대 

2011년 4월

밝혀진 인도주의적 협상: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 

2011년 10월

어둠 속에서:   

아동결핵환자의 요구에 대응하다   

2011년 10월

5명의 생명:   

금융거래세가 어떻게 전세계 보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2011년 10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남아프리카 생존 이민자들 

2011년 6월

다답(Dadaab): 들어갈 길이 없다  2011년 6월

진퇴양난: 리비아 분쟁의 방치된 희생자들  2011년 6월

2001-2011 남아프리카 칼리쳐 행동 

보고서: 10년간의 1차 보건의료 수준의 

HIV/결핵 치료   

2011년 6월

2011 국경없는의사회 특별 보고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침묵의 위기 상태  

2011년 12월

달콤한 60: 

기념비적인 협약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 난민들이 처한 상황  

2011년 12월

긍정적인 세대. HIV 없는 미래를 위한 목소리 (CD와 책)  

2011년 12월

2011년 인도주의 위기의 피해를 입은 

소말리아 사람들 지원하기  

2011년 12월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원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011년 12월

필수 의약품 접근성: 

2011년의 10가지 주요 이야기  

2011년 12월

www.msf.org/reports에서 

각 보고서를 읽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이티, 1년 후  

2011년 1월

홍수사태 6개월 후의 파키스탄  

2011년 2월

약제내성 결핵 자세히 들여다보기 

2011년 3월

남아프리카 칼리쳐                     

약제내성 결핵 진단과 치료 확대 

2011년 3월

파도 앞지르기: 

다음 10년 간의 에이즈 대응에 대한 교훈 

2011년 5월

니제르 아동 사망률 줄이기: 

영양식품의 역할 

2011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피난을 가도 고난에 시달리다 

2011년 5월

항레트로바이러스 

가격 하락의 그물 풀기 

2011년 7월

실험실이 필요 없는 결핵 진단을 향해 

2011년 8월

어반 서바이버(Urban Survivors):    

빈민가 인구 증대에 따른 인도주의적 도전 

2011년 11월

10년 간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말라위에서 진행한 국경없는의사회  

치료 활동     

2011년 11월

국경없는의사회

32 러시아



수치로 보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민간 비영리 독립 기구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28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12년기준).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위성기구’라고 부르는 10개의 전문 기관을 

만들었다. 이 기관들은 인도주의 구호 물자 공급, 

역학 조사 및 의학 연구, 인도주의 및 사회 

활동 연구 등 특정한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각국 지부와 연관된 이 기관들은 

국경없는의사회-공급(MSF-Supply), 

국경없는의사회-물류(MSF-Logistique), 

전염성질환전문센터(Epicentre), 

재단 국경없는의사회(Foundation MSF), 

긴급 프로덕션(Etat d’Urgence Production), 

국경없는의사회 지원(MSF Assistance), 

국경없는의사회 SCI(SCI MSF), 

SCU 사빈(SCI Sabin), 국경없는의사회 

재단(Arzte Ohne Grenzen Foundation), 

국경없는의사회 엔터프라이즈(MSF Enterprises 

Limited)로 이루어져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이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어 국경없는의사회 재무제표 

범위와 본 보고서 수치에 포함되어있다.

아래 수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 활동 통합 

재정을 나타낸다. 2011 통합 국제 활동 수치는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대부분의 요건을 

준수한다. 국제 감사 기준(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에 맞춰서 회계법인 

KPMG와 Ernst & Young이 공동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2011 재무제표 원본은 www.msf.org 

또는 www.m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각 지부에서 각국의 회계 정책, 

법안,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발행한다. 각국 지부에 요청하면 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은 2011년 역년

(Calendar year) 수치이며 백만 유로 / 십억원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아래 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환율은 외환은행 고시환율 및 평균환율 적용.

지출내역개요 

   현지스태프 31 % 

   해외스태프 22 % 

   의료 및 영양 21 % 

   수송, 화물 및 보관 13 % 

   운용 비용 6 % 

   로지스틱스 및 위생시설 5 % 

   교육 및 지역활동 지원 1 % 

   진료 및 현장지원 1 %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지출 비율 지역별 프로그램 지출 비율

   아프리카 66 % 

   아시아 18 % 

   아메리카 13 % 

   유럽 1 % 

   오세아니아 1 % 

   기타 1 %

현장활동가 운용 비용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였고, 53%의 지출이 국내외 

스태프와 관련되었다.

(항공권, 보험, 숙박 포함)

의료 및 영양 카테고리는 의약품과 

의료 기구, 백신, 입원비용 및 치료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의 운송은 수송, 

화물 및 보관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로지스틱스 및 위생시설 카테고리는 

건축자재 및 진료소 장비, 식수, 위생장비 

및 기타 보급품들을 포함한다.

*  ’여타 국가’는 1백만 유로 이하로 지출한 국가들의 합. 

**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연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그램 지출이 많은 국가 

아프리카 (단위: 십억원)

콩고민주공화국 104

남수단 55 

소말리아 54 

에티오피아 38 

니제르 37 

케냐 35 

짐바브웨 31 

나이지리아 28 

차드 28 

코트디부아르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6 

말라위 16 

리비아 15 

스와질랜드 15 

수단 14 

기니 13 

모잠비크 12 

우간다 12 

남아프리카 11 

시에라리온 10 

말리 7 

브룬디 6 

잠비아 6 

라이베리아 5 

카메룬 5 

콩고 5 

부르키나파소 4 

이집트 3 

지부티 2 

마다가스카르 2 

여타 국가 * 2 

합계 627

아메리카대륙 (단위: 십억원)

아이티 96

콜롬비아 16

볼리비아/파라과이** 2

과테말라 2

여타 국가 * 3

합계 119

유럽 (단위: 십억원)

러시아 8

우크라이나 3

프랑스 2

여타 국가 * 1

합계 15

오세아니아 (단위: 십억원)

파푸아뉴기니 6

합계 6

기타 (단위: 십억원)

이동활동 2

기타 3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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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중동 (단위: 십억원)

파키스탄 23 

미얀마 21 

아프가니스탄 18

예멘 17

인도 17

이라크 16

우즈베키스탄 8

팔레스타인 6

방글라데시 6

스리랑카 6

일본 4

이란 3

키르기즈스탄 3

아르메니아 3

시리아 3

태국 2

캄보디아 2

레바논 2

터키 2

그루지아 2

여타 국가 * 4

합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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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유로 이상 프로그램 지출 국가

2011 2010 2009

국경없는의사회 2011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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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기업 기부금 89 % 

   공적기금    9 % 

   기타    2 %

   수입  1조 3,650억원 

   지출  1조 3,870억원 

   차액 -250억원

수입 2011 2010
단위: 십억 원 백분율 단위: 십억 원 백분율

개인 및 기업 기부금 1,220 89% 1,317 91%

공적 기금 116 9% 106 7%

기타 29 2% 23 2%

총 수입 1,365 100% 1,446 100%

450만
민간 후원자

인적구성 2011 2010
스태프 수 백분율 스태프 수 백분율

의료인 1,734 27% 1,672 25%

간호사/준의료인 1,935 30% 2,002 31%

비의료인 2,707 43% 2,887 44%

파견 인력 6,376 100% 6,561 100%

스태프 수 백분율 스태프 수 백분율

현지스태프 29,302 86% 25,185 85%

해외스태프 2,580 8% 2,465 8%

현장스태프 31,882 94% 27,650 93%

지부 스태프 2,062 6% 1,907 7%

총 스태프 33,944 100% 29,557 100%

수입원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수입원을 높은 비율로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 수입의 89%는 민간 기부로 이루어져있다. 

전 세계 450만 개인 기부자와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후원하는 공공 기구는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ECHO),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정부를 

꼽을 수 있다.

지출은 국경없는의사회 주요 활동에 따라 배정된다. 

모든 프로그램 지출에는 임금, 직접비, 간접비가 포함된다.

소셜 미션에는 현장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직접비)과 본부에서 

현장에 바로 배정하는 의료 및 활동 지원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소셜 미션 비용은 2011년 총 비용의 82% 를 차지한다.

   국내스태프  86% 

   해외스태프    8% 

   지부스태프    6% 

영구적 제약이 있는 기금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위해 

보유하게 되는 자금, 즉 국경없는의사회 특정 부문에서 필수적인 최소 수준의 

이익잉여금이다.

제약이 없는 기금은 사용목적이나 사용시점에 대한 제약이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으로 국경없는의사회 소셜 미션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신탁관리자들의 

재량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이익 잉여금은 재단의 자본금과 재단의 전반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이익 잉여금은 지출 대비 수입 흑자로 수년 간 쌓아온 것이다. 

2011년 말, 영구 제한 기금과 재단 자본금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부분은 

2010년의 8.1개월 간 활동 분이었다. 이익잉여금 유지의 목적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충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요 응급 사태 

발생 대비, 민간/공공 기구 기부의 갑작스런 감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 프로그램 지속, 향후 예상되는 공공 자금 마련 캠페인과 

공공 기관 자금 지원을 통해서 구성되는 활동 자금 사전 마련 등이 있다.

재무제표 원본은 www.msf.org 또는 www.m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출 2011 2010
단위: 십억 원 백분율 단위: 십억 원 백분율

프로그램 940 68% 851 68%

지부 프로그램 지원 142 10% 121 10%

인식제고활동 42 3% 40 3%

기타 인도주의 활동 11 1% 9 1%

소셜 미션 1,136 82% 1,021 82%

모금활동 171 12% 159 13%

일반 경상비 81 6% 66 5%

기타비용 252 18% 225 18%

지출 1,387 100% 1,246 100%

외환차손익 -2 3 

잉여차액 -25 203 

기말 재무상태 2011 2010
단위: 십억 원 백분율 단위: 십억 원 백분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58 81% 898 84%

기타유동자산 126 12% 106 10%

비유동자산 74 7% 65 6%

자산 1,058 100% 1,069 100%

영구적으로 제약된 기금 4 0% 4 0%

제약 없는 기금 887 84% 909 85%

기타이익잉여금 및 자본 24 2% 13 1%

이익잉여금 및 자본 915 86% 925 86%

유동부채 144 14% 143 14%

부채 및 자본 1,058 100% 1,0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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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부
International Médecins Sans Frontières 
78 rue de Lausanne    Case Postale 116 
1211 Geneva 21    Switzerland 
T +41 22 849 84 00    F +41 22 849 84 04 
www.msf.org

MSF Access Campaign  
78 rue de Lausanne    Case Postale 116  
1211 Geneva 21    Switzerland 
T +41 22 849 8405    www.msfaccess.org

UN Liaison Office – New York   
333 7th Avenue    2nd Floor    New York 
NY 10001-5004    USA 
T +1 212 655 3777    F +1 212 679 7016

Australia Médecins Sans Frontières 
Level 4    1-9 Glebe Point Road    Glebe NSW 2037 
PO BOX 847    Broadway NSW 2007    Australia 
T +61 28 570 2600    F +61 29 552 6539 
office@sydney.msf.org    www.msf.org.au

Austria Médecins Sans Frontières /  
Ärzte Ohne Grenzen 
Taborstraß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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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azg.be    www.msf.be or 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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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København K 
Denmark 
T +45 39 77 56 00 
info@msf.dk    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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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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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herlands 
T +31 20 520 8700    F +31 20 620 5170 
office@amsterdam.msf.org 
www.artsenzondergrenzen.nl

Hong Kong Médecins Sans Frontières 
無國界醫生 / 无国界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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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urno 58    00185 Rome    Italy 
T +39 06 88 80 6000    F +39 06 88 80 6027 
msf@msf.it    www.medicisenzafrontiere.it

Japan Médecins Sans Frontières /  
国境なき医師団 
3F Waseda SIA Bldg    1-1 Babashit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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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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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bcn@barcelona.msf.org    www.msf.es

Sweden Médecins Sans Frontières / 
Läkare Utan Gränser 
Gjörwellsgatan 28, 4 trappor    Box 34048 
100 26 Stockholm    Sweden 
T +46 10 199 32 00    F +46 8 55 60 98 01 
office-sto@msf.org    www.lakareutangranser.se

Switzerland Médecins Sans Frontières / 
Ärzte Ohne Grenzen 
78 rue de Lausanne    Case Postale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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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7404 4466 
office-ldn@london.msf.org    www.msf.org.uk

USA Médecins Sans Frontières / 
Doctors Without Borders 
333 7th Avenue    2nd Floor    New York  
NY 10001-5004    USA 
T +1 212 679 6800    F +1 212 679 7016 
info@doctorswithoutborders.org 
www.doctorswithoutborders.org

Argentina 
Carlos Pellegrini 587    11th floor    C1009ABK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 +54 11 45 51 44 60    www.msf.org.ar 

Brazil 
Rua do Catete, 84 – Rio de Janeiro 
CEP 22220-000    Rio de Janeiro    Brazil 
T +55 21 3527 3636    www.msf.org.br

Czech Republic 
Seifertova 555/47    130 00 Praha 3    Žižkov 
Czech Republic 
T +420 257 090 150    www.lekaribezhranic.cz 

India 
C-106    Defence Colony  
New Delhi-110024    India 
T +91 11 46580216    www.msfindia.in 

Ireland 
9-11 Upper Baggot Street    Dublin 4    Ireland 
T +353 1 660 3337    www.msf.ie

Mexico 
Champotón 11    Col. Roma Sur  
06760 México D.F.    Mexico 
T +52 55 5256 4139    www.msf.mx

South Africa 
Orion Building    3rd floor    49 Jorissen Street 
Braamfontein 2017    Johannesburg    South 
Africa 
T +27 11 403 44 40/1    www.msf.org.za

South Korea 
9F Hosoo Bldg.    68-1 Susong-dong  
Jongno-gu    Seoul, 110-140    Republic of Korea 
T +82 2 3703 3500    www.msf.or.kr  

United Arab Emirates 
P.O. Box 47226    Abu Dhabi    UAE 
T +971 2 6317 645    www.msf-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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