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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2014-2015 대응 활동 보고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과 
주요 지출내역 보고



머리말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은 국경없는의사회 역사 44년을 통틀어 최

대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을 벌일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4년 3월 - 2015년 1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피해가 극심했

던 3개국(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세

네갈, 말리 등에서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 전염병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국경없는의사회는 4,000명에 달하는 현지인 직원 및 

325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를 고용했고, 이들은 에볼라 치료센터 

운영, 질병 감시, 접촉 추적, 보건 증진, 심리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

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에볼라 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는 10,310명

이었다. 이 중 5,201명은 에볼라 확진 환자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전체 확진 환자의 1/3을 이룬다. 2014년 3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전염병에 맞서며 지출

한 비용은 약 1억400만 유로(한화 약 1391억 원)이다. 전염병 확

산 초기 5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피해 국가 내 전체 입원 환

자의 85% 이상을 맡았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지원 활

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포함하는 포

괄적 지원을 실시하는 에볼라 생존자 진료소들을 운영하고, 낙인에 

반대하는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간략한 보고서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역대 최악의 에볼라 발

병에 대응하며 지출한 비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자 한다.

Project expenses

Pu rchase of medi

에볼라 위기 대응에 지출한 총 비용 (2014년 3월 - 2015년 12월)

cal i tems

Pu rchase of non-medi cal i tems

Pu rchase of lands and facilities

Subcontracted servi ces

Transport 

Sta� costs

Mis cellaneous other ope rating costs

내역별 지출 총액 (유로)

103,962,525유로
한화 약 1391억 원

General and Running Co sts

1,099,680

15,379,593

19,848,755

271,199

4,445,800

18,652,808

31,170,179

55,546

13,038,965

프로젝트 경비

의료 물품 구매

비의료 물품 구매

토지 및 시설 구매

외주서비스이용

운송비

일반 경상비

인건비

기타 활동비

© Anna Suriny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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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명)*

국경없는의사회 지출(백만 유로)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치료받은 확진 환자(명)

에볼라 발병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시에라리온

세네갈 + 말리 + 나이지리아

기니

라이베리아

1,570

23

36.12

32.80

34.57

0.82

1,939

3,351
8,704

1,670

3,151

36

*추정, 의심 환자 제외.
 데이터 출처: WHO Ebola Sitrep 16th March 2016.

1/3 에볼라 유행 기간 동안

전체 확진 환자 중 1/3이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치료받음

03| 에볼라

2014-2015 대응 활동 보고



기존의 최대 발병 규모보다 67배 컸던 이번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

산에는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장에서 환

자들을 치료한 첫 번째 단체였다. 급속히 환자가 늘어나는데다 에볼

라 대응 경험이 있는 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경

없는의사회는 극심한 압박에 짓눌렸다. 에볼라 대응에는 높은 위험

이 따랐고, 이전 에볼라 발병들은 비교적 소규모였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 대응할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인도주의 단체는 거의 없었

기 때문이다.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4년 8월, 국경없는의사

회는 현장 활동 역량을 4배 이상 늘렸다. 지원 활동 첫 5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에볼라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병상을 제공한 단

체로서, 에볼라 발병 전체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확진 환

자의 1/3을 돌봤다. 

이전 에볼라 발병의 경우, 국경없는의사회는 대개 한 번에 에볼라 

치료센터 1곳, 예외적인 경우에만 2곳 정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번 에볼라 유행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피해가 극심했던 세 국

가에 총 15개의 치료센터 및 경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고, 한 번에 

최대 8곳을 동시에 운영했다.

지원 활동의 총 경비는 실로 막대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

면 에볼라 발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 나중에는 더더욱 많은 

비용이 들 상황이었다. 또한 환자 치료에 경비 전부를 사용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감시 활동, 에볼라 환자 접

촉자 추적, 예방 활동, 물품 구매, 교육 활동, 인력 파견, 직원 및 물

자 운송 등 발병에 맞서는 데에는 다른 조치들도 매우 중요했다.

최초의 에볼라 발병은 1976년에 일어났다. 그 이후로 중서부 아

프리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에볼라 발병이 나타났다. 1976년 - 

2013년에 보고된 환자 수는 총 2,361명이었다. 이 속도가 그대

로 유지될 경우, 이번 서아프리카 발병(2014년-2016년) 기간에 

발생한 확진 환자 수에 도달하려면 2461년까지 총 447년이 걸려

야 한다. 이 가상의 계산을 통해, 이전 경우에 비해 이번 에볼라 발

병이 얼마나 전례 없는 수준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에볼라 유행 기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1억400만 유로     
(한화 약 1391억 원)를 지출했다. 과연 이 돈은 제대로 쓰인 
것인가?

1976 1977 1979 1989
1990

1992 1994 1994 1995 1996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2007 2008 2011 2012
2013

2014
2016

603 1 34 7 0 52 1 315 100 725 17 1 264 187 1

28705

역대 에볼라 발병 현황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5353

2,361명
(연평균: 64명)

28,639명
(연평균: 14,320명)

1976 2013

2014 2016

447 years

2 years

Number years it would have taken to reach number of con�rmed 
cases in West Africa (2014-2016) if pace maintained

2461 years
Expected year to reach 28.639 cases

Basically, we did in 2 years what would have been expected 
to happen in 447 years...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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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에 비해 혜택을 받은 사람 수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에서 실시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는 어떤 비용이 소요되었나? 

에볼라 발병 통제를 위한 6대 주요 활동

에볼라 이외의 의료 활동: 말라리아, 만성 

질환, 산부인과 질환 등 에볼라 이외의 질

병 혹은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의료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의료 시

설 및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일도 포함되는데, 특히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

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인식제고: 광범위한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

하여, 지역사회가 질병의 특성을 올바로 이

해하고 나아가 자신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활동은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자 격리 및 치료: 

훈련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에볼라 치료

센터로 환자들을 격리하고, 환자와 가족

들에게 보존적 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한다.

안전한 매장: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매

장 활동을 실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장려

한다.

질병 감시:  새로 감염된 환자들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 철

저한 질병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하며, 전염 

가능 경로를 추적하고, 철저한 소독이 필요한 장

소를 알아낸다.

접촉자 추적: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적

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추적하고 이러한 활

동을 홍보한다. 접촉 경로를 밝히지 못하면 다

른 모든 활동이 피해를 입고, 질병은 계속 퍼져 

나갈 것이다. 

에볼라 통제를 위해서는 환자 치료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접촉 추적, 보건 증진, 오염된 가옥 소독 등의 지역사

회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 대응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서, 이를 통

해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몬로비아에서만 50만 명을 포

함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 밖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몬로비아와 프리타운에서 각각 65만 명,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항말라리아약을 배급하기도 했다. 이 활동은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동시에, 초기 증상이 에볼라 증상과 유사해 자

신이 에볼라에 걸렸다고 여긴 사람들이 에볼라 치료센터로 몰려오

는 것을 방지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총 수는 국경없는의사회 에볼라 치료센

터에 입원한 환자 10,310명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 지원 활동에 100만 유

로(한화 약 13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 나이지리아와 세

네갈에서는 기술적 지원이 주를 이룬 반면, 현지 보건 체계가 더 취

약하고 자원도 불충분했던 말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취했

다.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에서 확진 환자가 발표됐을 당시, 해당 

정부들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 속에 신속히 행동을 취했고, 덕분

에 조속히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발병 초기에는 신속함이 생명인데 이를 지키려면 큰 비용이 든다. 

에볼라 발병 통제 활동의 초기 비용은 대개 50만 유로(한화 약 7억 

원) 안팎이다. 이 3개국에서 효과적인 전염병 통제를 이룬 후 얻은 

교훈은, 질병 확대를 막고 수많은 인명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병 초

기에 강력한 감시 및 신속한 대응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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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1/3에 육박하는 금액이 인건비에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운송비로 1800만 유로(한화 약 254억 원) 이상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에볼라 발병의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고 이에 뒤늦게 

반응했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초기      

5개월 동안 소수의 타 단체들과 함께 에볼

라 유행에 맞서며 국경없는의사회 자체

의 자원을 사용해야 했다.

전염병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국경없는의사회는 4,000명에 달하는 

현지인 직원 및 325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를 고용했다. 에볼라 발병 전인 

2013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가 해당 국가들 내에서 고용한 직원은 

총 946명이었다. 이 숫자들을 통해, 국

경없는의사회가 현지에서 이전의 4배에 달

하는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써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다른 구호 단체들보다 위험에 대해 더 내성이 높은 국경없는의사회 

내부에서조차 에볼라는 특별히 위험하다고 여겼

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장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했다. 예를 들어 고위

험 구역에서 머무는 시간을 제한했는데, 이

를 지키기 위해 매시간 직원들이 교대하며 

일해야 했다. 최전선의 현장에서는 활동 기

간도 평소보다 훨씬 더 짧았다. 발병 최고조 

시기, 국제 구호 활동가의 현장 활동 기간은 

길어야 6주를 넘지 않았다. 이로써 직원들이 

경계를 지키는 동시에 지나치게 소진되지 않

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직원들을 자

주 교체하고, 또한 직원 안전을 지키는 데 중

점을 둔 결과, 국경없는의사회에서는 높은 비용

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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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양의 물품을 항공편으로 긴급히 수송해야 했는데, 이 때

문에 높은 운송비가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항공편을 통해 해

당 지역에 총 8,294톤의 물품을 전달했는데, 그 용적은 약 43,560㎥

에 달했다. 이 용적은 내부를 가득 채운 전세기 207대와 동등한 규

모였다. 게다가, 자격을 갖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자주 교체되어

야 했기 때문에 운송비가 늘어나기도 했다.

43,560
m3

8,294
톤 = 207대

화물 
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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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물품 구매에 2000만 유로(한화 약 269억 원)가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경없는의사회가 구매한 보호복

521,736벌

의료 물품 구매에 1500만 유로(한화 약 209억 원)가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보호장비(보호복, 고글, 장갑, 고무장화, 마스크 등)와 같은 의

료 소모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진

이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했으므로, 10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날마다 300여 벌의 보호복이 필요했다. 그리고 장비 대부분은 

1회 착용 후 소각시켜야 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구매한 보호 장비

는 총 521,736벌이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에볼라 치료센터 건립 및 재건에 필요한 원

자재, 식수위생용품, 물류용품도 구매해야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몬로비아에 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에볼라 치료센터(병상 250개)

를 포함해, 총 15개의 에볼라 치료센터 및 경유센터를 건립했다.

아직 확실한 에볼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값비싼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다른 질병에 비해 의료품 구매에 지

출한 총 금액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환자 격리 및 치료는 에볼라 발

병 통제를 위한 주요 활동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의료 물품 구매의 주

요 항목은 의약품, 백신, 의료 및 검사 장비, 치료식 구매 등이었다.

© David D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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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가 타 단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나?

지원 활동에 사용한 총 금액 103,962,525유로 중, 

20,667,598유로는 공공 기관 후원금이었고, 그 외에 

83,294,927유로는 민간 기부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이

었다.

80% 20%

민간 후원금
83,294,927유로 

공공 기관 후원금
20,667,598유로 

© Olga Victorie/MSF

© Tommy Trenchard

에볼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소수 단체 중 하나로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유럽 및 피해 국가에 있는 타 단체에 속한 수많은 직원들

을 교육하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

가 유럽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총 437,000유로(

한화 약 6억 원)였고, 참여자 상당수는 세계의 의사들(Medecines 

Du Monde), 프랑스의 기아대책행동(Action Contre La Faim),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을 비롯한 타 단체 관계자

들이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

병관리센터(CDC) 등이 자체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일을 돕기도 했

다.

에볼라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는 수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한 

예로, 시에라리온 카일라훈에서는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 700명이 

교육을 받았고, 몬로비아에서는 4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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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크리 •  • 포레카리아

마그부라카 •프리타운 •

몬로비아 •

카일라훈 •

 • 파라나

 • 캄비아

 • 보

 • 포야

 •보미  • 쿠에웨인

 •그랜드 케이프 마운트

 • 텔레멜레

• 키시두구

• 리버세스

• 케루아네

• 다볼라

 • 보파

 • 게케두

• 마센타

• 칸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에볼라 치료센터

범례
국경없는의사회가 설립하고 운영한 활동

경유센터

훈련 시설

임상시험 장소

긴급대응팀

생존자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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