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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경없는의사회 50주년 특별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특별 소

식지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펼친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을 되돌아보

는 동시에, 그간 변함없이 지켜온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이라는 활동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를 주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1971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지역에

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든 프랑스의 의사와 언

론인이 힘을 모아 설립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전 세계 4만 5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2012

년에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

가 설립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50년은 취약한 환자를 위해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싸웠고,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세계 인도적 위기를 세상에 알리고 소외된 환자의 목소리

를 대변하기 위해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한 생

명을 살리는 의약품의 접근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경없는의사회의 50주년 특별 소식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50년의 역사를 따라 걸어갑니다. 더불어 인도적 위기 속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구호활동가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후원자의 메시지를 여러분

께 전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50년간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지만, 이 길에 우리는 혼자가 아

니었습니다. 국제 구호활동가와 현지 직원, 협력단체와 후원자, 모두가 이 싸움에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50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함께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길에 기꺼이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08 |  1981-1990

10 |  1991-2000 12 |  2001-2010

14 |  2011-2020 16 |  2021-

 목차 국경없는의사회가 달려온 50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

피난민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되기까지

현장에서 온 편지

국경없는 후원자 이야기

04

18

20

22

06 |  1971-1980



4 5

국경없는의사회가
달려온 50년

국경없는의사회가 달려온 지난 50년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국경없는의사회의 존재 이유는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중립적으로 활동하

며 부상자를 치료했고, 자연재해 속에서는 위험

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분초를 다퉜다. 전

염병과 여러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

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국경없는의사회가 

달려온 50년’을 기억하고자 한다.  

197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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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지진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카라과에서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온두라스 허리케인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온두라스 허리케인 대응을 계기

로 최초의 장기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레바논 전쟁 의료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는 1976년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분쟁

지역 의료 활동을 개시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의료 활동

1979년 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이후 10년간 이어진 전

쟁이 발발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비밀리에 파키스탄-아프간 국경

을 넘어, 노새를 타고 몇 주를 이동해 외딴 지역의 민간인 부상자를 치료했다.

1972년 니카라과 마나구아(Managua) 지진 피해지역.

1981년 85명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진료소를 설치했다.

최초의 증언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는 ‘캄보디아를 위한 

대행진’을 통해 최초로 국제 무대에서 

증언 활동을 시작했다.

첫 영양실조 프로그램 개시

우간다의 내전과 기근으로 첫 영양실

조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1980년

‘캄보디아를 위한 대행진’.

1974년 온두라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피(Fifi).

국경없는의사회의 탄생

1968년, 프랑스에서는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상의 

다른 편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부의 비아프라 지역이 내전 가운

데 나이지리아 군에 의해 봉쇄됐고, 비아프라 주민들은 기근으

로 생명을 잃어갔다. 프랑스 적십자사는 이곳에서 직접 주민들

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찾았는데, 프랑스인 의사 막스 레카미에

(Max Recamier)와 베르나르 쿠슈네르(Bernard Kouchner)

가 이 요청에 응했다.

“말이 항상 생명을 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침묵은 분명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국경없는의사회의 설립 이념은 단순합니다. ‘환자가 있는 곳으

로 간다.’ 지금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혁

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국경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

경없는의사회’로 이름을 정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공동 설립자 베르나르 쿠슈네르(Bernard Kouchner)

1971년, 프랑스의 의학 잡지 토누스(Tonus) 소속 기자였던 

레이몬드 보렐(Raymond Borel)과 필립 베르니에(Philippe 

Bernier)는 재난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단

체를 설립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비아프라로 향했

던 의사들이 뜻을 함께하게 됐다. 이들은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예멘에서도 활동했고, 자체적인 긴급 의료 구호 단체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었다. 1971년 12월 22일, 국경없는의사회가 공식

적으로 탄생했다. 의사와 언론인으로 구성된 13명의 설립자를 

중심으로 300여 명의 지원자가 뜻을 함께했다. 성별, 인종, 종

교,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는 신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이 국경보다 더 중

요하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경없는의사회가 설립됐다. 단체의 

시초부터 의사와 언론인이 함께한 만큼,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의 취약하고 소외된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심 밖에 있는 인도적 위기를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사명으로 여긴다.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전하

고, 고통받는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증언

(témoignage)’이라 부르는 일이다.  

크메르루주 캄보디아 피난민 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집단학살로 발생한 

난민 위기의 최전선에서 의료지원을 제

공하기 위해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대규모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1975년 캄보디아 난민이

태국으로 피난한 지 5년 후.

197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헌장에

서명 중인 국경없는의사회 설립자들.

1971 1974 19771972 1975 19781973 1976 1979 1980

1971-1980

국경없는의사회 설립

나이지리아 비아프라(Biafra)의 

내전과 기아, 파키스탄 동부(현

재의 방글라데시)의 홍수에 대

응하기 위해 모인 프랑스의 의

사와 의학 전문 언론인이 함께 

국경없는의사회를 설립했다.

1971

1974

19751972 1980

1979
1976

1980년 노새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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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병원 폭격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네 곳이 폭격을 당했다.

태국 난민 위기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태국 남 야오(Nam Yao) 난민 캠

프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1975년부터 캠프에 거주해

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의 피난민을 도왔다.

라이베리아 내전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고조

됨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가 

긴급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에티오피아 기근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에티오피아

에서 기근이 극심한 지역의 필

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영

양실조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에티오피아 활동 강제 중단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인구를 강제 이주시킨 

에티오피아 정부를 규탄하자 정부는 국경

없는의사회를 에티오피아에서 추방했다.

모잠비크 의료물자 수송

항공기를 통해 모잠비크에 의료물자 및 영

양실조 치료식 등의 물자를 수송했다.

스리랑카 내전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내전으로 부

상당한 주민을 위해 이동진료

소와 병원을 운영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

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아지

도티미딘(Azidothymidine, 

AZT)을 승인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성장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브뤼

셀, 제네바와 파리에 국경없

는의사회 사무소가 설립됐다.

아르메니아 지진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3만 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진도 6.8규모의 지진 피해에 대응

하기 위해 소련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공격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구호 단체로서 최초로 이

라크 북부 쿠르드족 마을인 할라브자(Halabja)에

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증언했다.

1982년 난민을 진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1984년 에티오피아 기아 위기.

1985년 에티오피아의 

한 이주민 수용 센터.

1984년 에티오피아에서 의료물자 및 

식량 구호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1985년 모잠비크.

1982년 태국에서 환자를 치료

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1984년 에티오피아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자 국경없는의사회

는 기아로 고통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

다. 하지만 당시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 원조 단체의 지원을 

이용해 기아에 처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주민들은 열악

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인도적 지원이 국내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책임을 느낀 국

경없는의사회는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에티

오피아 정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직원들을 에티오피아에서 강

제 철수시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티오피아에서 추방된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가 강행하는 이주 정

책에는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있겠으

나, 수십 개의 난민 수용 캠프 중 인도

적 지원 단체의 접근이 허가된 곳은 단 

두세 곳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

다. 난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곳의

현실이 어떨지 매우 우려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회장(1977-1978)

클로드 말뤼레(Claude Malhuret)

1983년 수단 메다니(Medani)의 국경없는의사회 수술실.

1989년 라이베리아에

서 코트디부아르로

향하는 피난민 행렬.

1988년 아르메니아 지진 당시.

1982

1981 1984 19871982 1985 19881983 1986 1989 1990

에티오피아 기근에 대응하다

그간 목격한 것을 세상에 증언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 기아 

위기는 인도주의 단체가 인도적 지원과 증언 사이에서 마주하

는 딜레마를 보여준 사례였다.  

1990

1981-1990

1990년 라이베리아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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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내전 의료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시에라리온에

서 발발한 내전의 피해자에게 의

료지원을 제공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운영을 지원하

는 사무소가 전 세계 19개 지역으

로 확대됐다.

1991 1992

2000
1995

1996

1998
쿠르디스탄 긴급 위기 대응

국경없는의사회 역사상 가장 큰 긴급 구호 프로

젝트 중 하나로, 터키, 이란과 요르단에서 걸프전

쟁으로 인해 발생한 쿠르드족 난민을 지원했다.

보스니아 전쟁 규탄

국경없는의사회는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반인도주의적 범죄와 ‘인

종 청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 규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한 국경없는의

사회 팀은 유엔 보호 구역이었던 피난민 

주거지 스레브레니차(Srebrenica)를 세

르비아군이 침공하고 약 1만 명의 민간인

을 학살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나이지리아 뇌수막염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45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대규

모 뇌수막염 예방접종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허리케인 미치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

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 허리케인 미치

(Mitch)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북한 기근 대응

북한의 기근에 대응한 국경없는의사회

는 북한 내 최취약 인구를 위한 의료지

원 제공을 보장할 수 없어 3년 만에 프

로그램 운영을 종결했지만, 중국으로 피

난하는 난민을 위한 지원은 지속됐다.

노벨평화상 수상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출범

치료 가능한 감염병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

을 막고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빈곤층의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캠페인을 개시했다.

코소보 위기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나토(NATO) 군이 세르비아

를 공습하며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했다.

1991년 터키로 향하는 

이라크 쿠르드족 난민.

1994

1994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난한 르완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차량.

©RNW.org

1997년 온두라스 허리케인 피해지역.1995년 스레브레니차. ©RNW.org

1992년 우간다 아드주마니

(Adjumani)에서 아프리카 수면병을

치료 중이다.

1997년 평양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여성들.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국경없는의사회 

전 국제회장(1998-2001)의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을 출범하다

199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의 공로

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으로 ‘액세스 캠페인

(Access Campaign,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을 출범했다.

액세스 캠페인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의

약품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의약품

과 진단기기, 백신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격을 인하하며, 국경

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의료 옹호 캠페인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구호 현장에서 환

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도구가 부족한 상황을 

흔히 마주한다. 예를 들면, 이동진료소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의 발열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

춘 검사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C형 간염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환자도 있다. 물류 

담당자는 냉장에 필요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서도 백신을 적정 온도로 보관 및 운송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렇듯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액세스 캠페인을 통해 찾고자 한다. 지난 20년

간 액세스 캠페인은 HIV, C형 간염과 폐렴 치료제의 가격 인하

에 기여하고, 소외질병 치료제 개

발기관을 설립하며, 거대 제약회

사의 의약품 특허 남용에 맞서 싸

웠다. ‘의약품이 사치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액세스 캠페인 슬로건

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두가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경

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1991 1994 19971992 1995 19981993 1996 1999 2000

르완다 집단학살과 난민 위기

국경없는의사회는 1994년 르완다에서 후

투족(Hutu)과 투치족(Tutsi) 사이 일어난 

집단학살로 8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했을 당시에도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활

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인접국인 자이르(Zaire, 현재 콩고민주

공화국)의 임시 난민 캠프로 피난했다. 국

경없는의사회는 이 난민 캠프에서 사상 

최대의 콜레라 대응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1999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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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9

2010

2006

2007

2008HIV/에이즈 유행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태국, 캄보디아, 카메룬, 과테말라, 

케냐, 말라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HIV/에이즈 환

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앙골라 기근 대응

앙골라의 기근 위기로 국경

없는의사회는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참여한 대규모 

구호 프로젝트를 앙골라 전

역에서 전개했다.

가자지구 분쟁 대응

가자지구에서 분쟁이 일어나

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지

역 병원을 지원했다. 휴전이 

선언된 후에는 외과 병원을 

개소하여 수술 후 치료 및 심

리적 치료를 지원했다.

아이티 지진 대응

중미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하

여 대규모 대응 활동을 개시했다. 

아이티에서 운영된 프로젝트는 

기존 3개에서 26개로 확대됐다.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 설립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DNDi)의 설립에 참여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라크 바그다

드에서 활동을 지속하며 민간인을 

위해 충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요르단 외과치료 지원

이라크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경없는의사회는 요르

단 수도 암만(Amman)에서 

재건 수술 프로그램을 운영

해 이라크에서 이송된 중증 

전쟁 부상자를 치료했다.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

(DNDi)과 저렴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에 협력했다.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대응

미얀마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

하던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사이클

론 나르기스(Nargis)로 거처를 잃

은 수천 명의 주민을 지원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2003년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

2004
아시아 쓰나미 긴급 구호

2004년 12월 남아시아에서 쓰나미

가 발생한 지 72시간 만에 국경없는

의사회의 첫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

해 대규모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2004년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Banda Aceh) 지역. 2006년 요르단 암만 병원.

2008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 2010년 아이티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2009년 가자지구 시파(Shifa) 병원.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010년.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섬 앞바다

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다. 남아시아를 

강타한 이 쓰나미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수백 킬로미

터가 넘는 해안 지역이 처참히 파괴됐고 집과 건물, 선박은 모

두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즉각 대응을 

시작해 피해 주민에게 의료지원에 더해 식량, 식수 및 기타 필

수 구호품을 지원했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지역사회 중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0명 이상의 활동

가를 파견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에서도 지원을 제공했

다. 태국에서는 곤경에 처한 미얀마 이주민 

노동자를 지원했고, 인도에서는 정신건강 지

원을 제공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스리

랑카에서는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구호품을 

배급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한 곳은 인

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이었는데, 많은 

현지 의료종사자가 쓰나미로 사망하고 의료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이었다. 국경없는의사

회는 아체에서 예방접종 프로그램, 모성 보

건 프로젝트, 결핵 등 감염병 치료 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로 

13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후원금이 모금됐

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 범위와 규모

를 정확히 설정한 이후 필요 예산 이상의 

후원을 멈출 것을 후원자에게 요청했다. 투

명성과 책무성을 지키는 것은 국경없는의

사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후원자에 대한 책

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었다.  

아시아 쓰나미에 대응하다

©RNW.org2001 2004 20072002 2005 20082003 2006 2009 2010

2003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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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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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9

2020로힝야 난민 위기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에서 로힝야족을 대

상으로 한 극심한 폭력이 발생하면서 65만 여 

명의 로힝야 난민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피

난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로힝

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확대했다.

시리아 분쟁 대응

2012년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정부의 승인 

없이 시리아 내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북부 지역에 세 개의 야전 병원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 중 한 곳은 동굴 안에 위치했는데, 국경없는의사

회 팀이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한 이후 이 동굴

은 공습을 당했다.

아프가니스탄 코스트(Khost) 지역에는 특수 산과 병

동을 개소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시작

2014년 3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확

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에볼라 유행이 

발생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니에서 대

응 활동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후 15개의 에볼라 관리·이송 센터를 구축

해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도왔다. 당시 

14명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을 포함한 수

백 명의 의료종사자가 에볼라로 사망했다.

EU-터키 합의

2015년 6월 유럽의 난민과 이주민을 터키로 

송환하고자 한 합의가 이뤄진 후, 국경없는의

사회는 유럽연합의 비인도적인 난민 및 이주민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

련 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폐렴 백신 가격 인하

국경없는의사회가 두 거대 백신 제조사에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폐렴 백신의 가격을 낮출 

것을 촉구한 결과 백신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태풍 하이옌 대응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을 강타한 직후 국경없는의사회는 

즉각적인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 위기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 변화로 

야기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모잠비크, 말라위, 마

다가스카르, 짐바브웨 등 남아

프리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

이(Idai)에 대응해 긴급 구호 활

동을 전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유행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에볼라 유행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약 

40개국의 현지 보건당국을 지원했다.유럽 정부의 반이민 정책 자금 지원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조앤 리우

(Joanne Liu)가 유럽 각국의 정상에게 공개 서

한을 보내 리비아의 이주민 및 난민 강제 구금

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2012년 아프가니스탄 코스트 병원.

2014년 설치된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치료센터.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대응.

2019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2018년 지중해에서 해상 난민을 구조하는 

아쿠아리우스(Aquarius)호.

에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로, 감염된 

사람의 90%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

아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에볼라에 대응해왔다. 1976년 에

볼라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2014년까지 에볼라는 

주로 외곽 지역에서 유행했으며, 확진자 100명 미만 규모의 유

행이었다. 하지만 2014~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확

산하며 전 세계 에볼라 대응에 큰 전환점이 됐고, 국경없는의사

회도 당시 대규모 활동을 전개했다. 과거 최대 규모보다 67배 

큰 전례 없는 이 에볼라 위기는 도시 지역까지 번져 1만 1300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후 계속해서 에볼라 유행이 

지속됐고, 특히 2019~2020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

라 유행이 지속 발생했다. 서아프리카에 이어 콩고민주공화국

에서 이어진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전염병 대응에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에볼라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들의 의견에 따라 대응 

활동을 조정하며, 지역사회가 에볼라 유행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볼라 유행 지역에 

전담팀을 구성해 에볼라 감염자를 식별, 전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접촉 추적을 시행하고, 에볼라 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적

절한 설비를 갖춘 의료시설을 확보하며, 에볼라 환자 및 의심환

자를 위한 안전한 장례 절차를 보장하고 효과적이고 명확한 보

건 교육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에볼라가 기타 의료시스템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적절한 환

자 분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것과 동시

치명적인 전염병, 에볼라에 맞서 싸우다

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에볼라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응 

방식의 혁신으로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빠르게 유행을 종

식시킬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추후 

또 다른 에볼라 유행에 대비해 통합성과 접근성을 개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

2015년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 활동을 시작

한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6월, SOS 메디

테라네(SOS Mediterranée)와 협력해 630

명의 난민과 이주민을 구조했다.

2015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폭격

2015년 10월 3일, 아프가니스탄 쿤

두즈(Kunduz)의 국경없는의사회 외

상 병원이 공습을 받았다. 이 폭격으

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4명을 포

함해 총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5년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2011 2014 20172012 2015 20182013 2016 2019 2020

2017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로힝야 난민 캠프.

2017
2020년 인도에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참여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2019년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한 

모잠비크. 

2011-2020



국경없는의사회가 달려온 50년 

국경없는의사회의 50년은 ‘Fight’이라는 단어, 즉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한 싸움, 투쟁으로 함축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환

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질병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시간, 때로

는 물리적 제약과 싸워가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침묵과 무관심에 맞서 구호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도

FIGHT FOR PATIENTS
| 환자를 위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취약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적, 인

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항상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

고, 환자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오

직 환자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FIGHT AGAINST DISEASES
| 질병에 맞서 싸웁니다

에볼라, 말라리아, HIV/에이즈, 콜레라, 결핵, 홍역, 소외 열대 

질환, 코로나19까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증진 활동을 통해 질병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등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FIGHT AGAINST TIME
|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시간과 싸운다. 자연재

해는 단 몇 분 안에 수만 명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구호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한다.

FIGHT FOR ACCESS
|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생

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의약품과 의료 도구를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 옹호 활동을 펼친다.

FIGHT AGAINST SILENCE
| 침묵하지 않습니다

구호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도적 위기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

언’은 ‘치료’와 더불어 국경없는의사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목격

하거나 우리의 의료지원 활동이 방해를 받을 때, 이에 대해 공

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침묵과 무관심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FIGHT FOR HUMANITY
| 인도주의를 생각합니다

‘인도주의’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 아래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

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FIGHT TOGETHER
| 함께 달려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모두가 함께하기에 가능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구호활동가와 현지 직원,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협

력단체, 전 세계의 후원자. 모두가 함께 50년을 달려왔고, 우리

는 모두 환자를 살리는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적 위기 현실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 힘쓴다. 이를 통해 국경

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장 구호활동가

와 현지 직원, 환자, 협력단체와 후원자 모두가 이 싸움에 함께

했다. 지난 50년을 기억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

계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2021- 17

50년에 걸쳐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적·인도적 구호활동이 

이어졌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에는 4만 5000명 이상의 국

경없는의사회 직원이 각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 

90개국에서 500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2021

2020년 11월 수단 국경 지점 함다옛(Hamdayet)에 

도착한 이 모자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서 

발발한 분쟁을 피해 이곳에 도착했다.

©Olivier Jobard/MYOP

2021년 1월 남수단 리앙(Riang)의 여성들이 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Damaris Giuliana/MSF

국경없는의사회 수색구조선이 93명의 난민을 구조했다.  ©Avra Fialas/MSF

2021년 2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모잠비크 카부델가두(Cabo 

Delgado)의 분쟁 피해지역에서 한 아동의 영양실조 상태를 

살피고 있다.  ©MSF

지진으로 무너진 아이티 레카예

(Les Cayes)의 한 건물.

©Steven Aristil

2021년 5월,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12세 총상 환자.

©Tom Casey/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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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되기까지

1975년 국경없는의사회를 만난

캄보디아 피난민 출신 부부의 이야기 

남편 쩜로운 로와 나란히 앉아 과거를 회상하던 여읏 여은의 몸

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캄보디

아에서 피난해 태국 난민 캠프까지 가게 된 여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 1975년, 크메르루주 정권이 캄보디아를 장악했을 때 여읏

은 고작 5살이었다. 이후 캄보디아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여

읏은 가족과 떨어져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폭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

니다. 캄보디아를 탈출할 당시 상황은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날도 많았고, 저는 체구가 작아 남들만큼 빨리 뛰지 못

해서 무리에서 뒤쳐졌죠.” _여읏 여은 

여읏은 겨우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한 태국의 난민 캠프에 도

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하면서 또다시 수십만 명의 캄보디아 난민이 캠프로 피난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캠프로 몰려왔고, 캠프에서 필요한 전문 인

력이 충원되던 시기였다. 여읏이 17살이 되던 1987년, 카오 당

(Khao Dang) 캠프의 국경없는의사회 소아병원에서 일하는 코

살(Kosal)을 만났다. 여읏은 코살에게 병원에 직원이 필요하냐

고 물었다. 여읏은 일자리가 간절했다. 이후 여읏은 캠프 내 국

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국외 의료진과 함께 근무하며 해부

학, 기본 의학, 조산학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국외 의료진은 현지 직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들이 아

는 것을 우리에게 최대한 알려주려 했죠. 병원에는 임산부와 어린 

산모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동료들의 격려 

덕분에 참 행복했어요.” _여읏 여은 

비슷한 시기에 쩜로운도 여읏이 있던 캠프에 도착했다. 쩜로운

은 198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 프놈펜

(Phnom Penh)으로 향했다. 이후 호주에 살던 형제가 태국으

로 피난하라고 귀띔해주어 캠프로 가게 된 것이다. 

“캠프까지 가는 데는 15일 정도 걸렸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난민이 

아니라서 울타리를 넘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며 캠프까지 왔습니다.” 

_쩜로운 로  

쩜로운은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고, 국경없는의사회 약사 

올리비에(Olivier)의 도움으로 약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올리비에 선생님이 제가 의료 분야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_쩜로운 로  

그 무렵 같은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여읏을 알게 됐고,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를 장악한 이후로 줄곧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여읏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당시 여읏은 캄보디아로 돌아

갈 계획에 집중하고 있었고, 1991년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떠나 프놈펜에 정착했다. 쩜로운은 캄보디아로 돌아온 후 지인

들을 통해 여읏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연락이 닿은 여읏과 쩜

로운은 이후 쭉 함께했다. 1994년 결혼식을 올린 부부에게 얼

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생겼고, 몇 년 후 쌍둥이 딸까지 얻었다. 

1996년 여읏의 가족은 반떼이 민쩨이(Banteay Meanchey)에 

정착했고, 부부는 다시 국경없는의사회에 합류해 성 매개 감염

병 환자와 HIV/에이즈 환자 치료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성매매 종사자를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료소 

검진일을 잡아주는 일도 도왔죠.” _여읏 여은 

여읏과 쩜로운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

동했고, 이후에도 계속 보건 분야에 종사했다. 30여 년 전 난민 

캠프에서 받은 의료 교육은 부부가 스스로 독립적인 미래를 향

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연로하신 어머니는 저를 도와줄 여력

이 없으셨어요.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빈손이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국경없는의사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것입니다.” _쩜로운 로    

여읏 여은과 쩜로운 로 가족.  ©Rafael Winer/MSF

여읏 여은과 쩜로운 로.  ©Rafael Winer/MSF

1975년, 캄보디아의 여읏 여은(Yoeuth Yoeun)과 쩜로운 로(Chamroeun Ros)는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이 캄보디아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피난민이 되었다. 난민 캠프에서 만나 부부가 되고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되기까지, 이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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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보내온 편지를 전합니다.

현장에서 온 편지

이곳의 아이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아져서 눈을 동그

랗게 뜨고 의료진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더 많기에 국경없는의사회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마

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동료에게 서로 고맙

다, 수고했다는 말을 전할 때입니다.

문소연 활동가

(소아과병원 프로젝트 약국 책임자 / 라이베리아)

피터 싱어의 말처럼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가 없습니다. 일단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빈곤 속에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전쟁으로 인해 어디론가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가장 최전방에서 지원하는 국경없는의사회와는 인생을 

함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의 시간들은 긴장의 연속이고 결코 쉽지 않았지만, 환자들, 동료들과 함

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50주년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들과 후원자분들이 지

난 5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

구되는 일들과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50년처럼 앞으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장 소외되고 절

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유서희 활동가

(내과 전문의)

현장 활동가로서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

민들과 활동가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로 인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들이 소외되기도 하였습니다. 로힝야 난민

들, 미얀마의 군부 정권 장악,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안타까운 상

황은 끊이지 않고, 또 국경없는의사회의 동료들을 잃었다는 소식

을 듣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경없는의사회와 함

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50주년을 기념하여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켜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나 활동가

(보건증진교육 매니저 / 파키스탄)

국경없는의사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제가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

는 데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도주의 보건의료 환

경이 날로 달라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큰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은 환자에게 지원

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활동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미얀마)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장에서 함께할

구호활동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없는의사회

웹사이트 채용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시에라리온에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

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꿈꿔온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러나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치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가치를 이루려고 하루하루 애쓰는 국경없는의사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don't promise to keep love. We need a promise 

to feel love. Love is not about trust because we are 

not anxious for love. We are just dreaming of love.

사랑은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겠다

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불안해 하는 것이 아

니기에 사랑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꿈꿀 

뿐입니다.”

지금 저와 동료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꿈을 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공철 활동가

(로지스티션팀 책임자 / 시에라리온)



국경없는 후원자 이야기

국경없는의사회가 세계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국경 없는’ 마음과 도움으로 함께해주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의 

든든한 지원군, 후원자 여러분께서

50주년을 맞이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종교, 인종,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인도주의 정신으로 국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관이라

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

각하여, 펄어비스도 2019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앞으로도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국경없는의사회의 단체 설립 50주년을 계기로 전 세계 인류가 의료 사각 

지대를 벗어나 더욱더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 중심에 국

경없는의사회는 더욱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알에프메디컬은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가치와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에프메디컬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직장인인 윤보미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사실상 계

약직이기에 흔히 말하는 ‘11개월짜리’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운

이 좋게도 전 아직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11개월짜리지만 이곳

저곳 떠돌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는 많

은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전 적어도 육지에서 죽음

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기에 제가 돈을 버는 동안에는 

바다를 떠도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적게나마 후원을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시작한 후 지중해 수색구조선이 성

공적으로 난민들을 구조했다는 메일을 볼 때마다 안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돈을 보내는 것뿐이지만 현장에

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멋진 곳이 되어가

고 있습니다.”

윤보미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면 모금을 진행하는 전문 모금 

캠페이너 김동현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라는 단체는 익히 

들어왔었고 개인후원으로만 거의 100% 가까이 후원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거리에서라도 국경없는의사회 캠페인에 함

께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

서 아쉽지만 후원으로나마 참여하고 싶어서 후원하게 되

었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국경없는의사회 후

원자분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단체에 느끼는 자부심이 정

말 대단하신 걸 느꼈습니다. 저도 후원하며 느낀 건데, 국

경없는의사회 활동가분들이 긴급한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

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계신 점이 사진이나 글로 너무나 잘 

와닿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제게도 매번 

대면 모금을 통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곤 

합니다.”

김동현 후원자님

“전쟁, 질병, 자연재해, 기아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약자들을 위한 국경없는의사

회의 활동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인류애를 실천하는 가장 인간다

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 또한 이

러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정신과 활동에 오

랜 시간 지지를 표하고 꾸준히 후원 활동

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

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지

구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계

신 의료진과 활동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

회가 50년 동안 이어온 구호 활동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알플러스 대표이사 신명제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았는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두려움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정밀검사를 했

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명으로 이르는 질환은 아니지만 다른 심각한 원

인 모를 증상을 발견했어요. 안약을 써보기로 했는데, 안약 몇 방울에 상태

가 놀랄 만큼 좋아졌고, 눈물이 터졌죠. 검사하는데 40만원이 들었고, 안

약은 겨우 2000원. 2000원으로 이름 모를 두려운 병이 사라지다니... 이

것이 계기가 되어 국경없는의사회 정기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만원

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말라리아 약을 줄 수 있고, 산모에게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보내는 돈의 가치가 환자들에게

는 10000배 이상 불어나는 것이 경이로웠죠. 모든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국경없는의

사회가 계속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김보하 후원자님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자 이다솜입

니다. 어린 시절 의료봉사를 꿈꿔왔기에 학생 때부터 조금씩

이나마 후원해왔습니다. 비록 현장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

고 있지만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켜나가며 의료

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되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또 힘든 이 시기에 힘쓰시는 직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다솜 후원자님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김가영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난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사회 공부를 하면서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를 알고부터 많은 궁금증이 생겼

고, 그 후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으로 시

작한 후원은 지쳐 있던 저에게 원동력이 되었어요! 국경없는의

사회 활동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후원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구호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치는 스태프들이 없었으

면 좋겠어요. 국경없는의사회,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가영 후원자님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국경없는의사

회에 작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백혜진입니

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및 

종교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관리, 운

영하고 있는 국제 NGO를 찾아 후원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건, 사고

가 있을 때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한 번도 빠

짐없이 매번 출동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국경없는의

사회의 활동가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

다. 그 전에 외국어 실력을 더 키워야겠죠?”

백혜진 후원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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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1년 의사와 기자에 의해 설립된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활동하며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환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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