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2019년에는 사이클론과 홍수가 모잠비크와 수단, 남수단을 황폐화시켰고, 콩고민주공화국

에서는 에볼라와 홍역, 두 번의 파괴적인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

소 등 아프리카 사헬 지역 전역에서 분쟁이 고조되었고, 예멘의 전쟁은 5년째에 접어들었

습니다. 불안이 극심해지고 생활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향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이주민

과 난민, 망명 신청자는 리비아와 그리스 섬, 멕시코에 갇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인도적 위기와 비상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예멘

에서는 경제와 의료 시스템 붕괴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인도적·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6,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홍역 유행에 대응했습

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 부족

에도 불구하고 북동부 지역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초 사이클론 이다

이(Idai)와 극심한 홍수로 모잠비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규모 활동을 펼치는 등 자연재해에도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활동보고서는 한국의 후원

금이 사용된 국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모든 활동 국가는 국경

없는의사회 국제 웹사이트(www.ms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도적·의료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분들께 국경없는의사회

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도운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한 

수만 명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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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환경

프로그램 수

●184 ●123     ●116     ●14
안정된 지역

42%
무력 분쟁 

지역

28%
내부 불안정 

지역

27%
분쟁 이후 지역

3%

활동 규모

가장 많은 프로그램 비용이 쓰인 지역 (단위 : 백만 유로) 

위 10개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은 5억 8,230만 유로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그램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방글라데시

133.1

85.4

74.9

58.2

47.2

46.4

41.4

35.4

30.9

29.4

구호 활동가

가장 많은 구호 활동가가 일한 지역 (단위 : 명 / 풀타임 정규 직원 기준)

연평균 풀타임 정규 직원(현지인 스태프 및 국제 구호 활동가) 수를 나타냅니다.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니제르

파키스탄

이라크

3,615

3,173

2,775

2,538

2,448

2,388

1,871

1,829

1,510

1,379

외래환자 진료

외래환자 진료가 가장 많은 지역 (단위 : 회)  

외래환자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전문의 진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시리아

니제르

수단

에티오피아

말리

탄자니아

1,687,910

1,120,925

967,031

556,336

515,068

436,141

434,765

355,148

350,088

319,074

현장 활동 지역 분포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프로그램 수 ●259 ●70     ●55     ●32     ●17     ●3

59%

16%

아메리카 대륙
7%

오세아니아

1%유럽

4%

13% 현장 활동 

지역 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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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외래환자 진료

10,384,000회

입원환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840,000명

2019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는 직접 활동 및 원격 지원, 협력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하이라이트는 국경없는의사회 

주요 활동의 대략적인 개요이며, 완전한 수치는 아닙니다. 추가∙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웹사

이트(www.msf.org)에 반영됩니다.

영양실조

입원환자 치료식 프로그램에 입원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 

76,400명

외과적 치료

마취하의 절개, 적출, 조직 촉진 및 봉합을

포함한 주요 외과적 처치를 받은 환자 

112,100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 

성폭력 피해로 의료적 치료를 받은 환자

28,800명

정신건강 

정신건강 개인 상담

400,200회

구호품 배급

구호품 지원을 받은 가정

346,900가구

콜레라 

콜레라 치료를 받은 환자

47,000명

말라리아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환자

2,638,200명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지원

329,900명

홍역 예방접종 

홍역 발병에 대응해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1,320,100명

응급실 환자 

응급실 입원 환자

1,048,800회

C형 간염  

C형 간염 치료를 받은 환자

10,000명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1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9,400명

2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1차 치료 실패)

11,100명

결핵

1차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16,800명

약제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2,000명



6

2019년을

돌아보며

MSF KOREA
-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의 에볼라 유행은 더욱 심각해졌고 사상 최악의 홍역 유행까지 겹쳤습니다.

사이클론과 극심한 홍수로 모잠비크, 수단, 남수단 일부가 황폐화됐습니다. 사헬과 예멘에서는 분쟁이 격화됐고,

리비아와 그리스, 멕시코에서는 폭력과 질병에 노출된 채 구금된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인도적 위기와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악화되는 취약 인구와 구호 활동가의 상황

2019년 사헬 지역 전역(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포함한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무장단체 및 지역사

회 간 폭력으로 일부 지역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주민들은 피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심각한 아동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를 

비롯한 막대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를 제공했지만, 극심한 

폭력과 납치의 위협으로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만 활동했지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위

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고 지원 대상과 

장소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메룬 북서부 및 남서부에서는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단체 간 폭력이 

급격히 고조되어 의료 지원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2016년 

이후 50만 명 이상이 피신해야 했고 이들은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부르키나파소 포베 멘가오(Pobé Mengao)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실향민이 된 주민들에게 식수를 보급하고 있다.  ©Noelie Sawadogo/MSF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든 예멘에서는 경제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

민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습 횟수는 

줄었지만, 계속된 최전방 전투는 국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경없는의사

회는 예멘 북부의 불안정한 환경과 관료주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원을 지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9년 민간인 및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

이 계속됐습니다. 분쟁은 심각한 의료 접근성 제한을 야기했는데, 국경없

는의사회 팀이 예방접종을 위해 민갈라(Mingala)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

민들은 의사나 인도주의 활동가를 보지 못한 지 2년 이상 되었다고 전하

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에서도 수백 만의 주민들이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한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불안정한 상황뿐 아니라 행정적인 어려움으로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시

리아에서 활동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부 지역에 제공되는 의료 물자 

중 일부는 원래 터키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터키에서도 허가를 갱신할 

수 없어 지원 제공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

으로 여러 활동을 축소하거나 팀을 철수시켜야 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최

소한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병원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은 시리아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필요한 수준으로 활동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

2019년 한 해 동안 대규모 홍역 유행이 여러 나라를 휩쓸었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

다. 31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4분의 3이 5세 미만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역은 국제적인 관심이나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 8월까지 유엔 주도의 홍역 대응 계획에 필요한 9백만 달러 중 모금된 

액수는 2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 

16개 주에서 활동을 시작해 50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3

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나, 불안정한 상황과 백신 재고 부족, 물류

상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이 지연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카메룬, 나이지리아, 차드, 레바논에서도 홍역 유행에 대응하여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 시설에 홍역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에서는 에볼라로 2,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로 얻은 경험뿐 아니라 새로운 백

신 두 종류 및 실험 단계의 치료가 있었음에도 감염자의 3분의 2가 사망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방접종이 더디고 불투명하며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우려하여 세계보건기구에 백신 공급 투명성을 강화할 것

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키부(North Kivu)와 

이투리(Ituri)에서 계속해 에볼라에 대응했으나 불안정한 상황뿐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키

부에서 운영한 에볼라 치료 센터 중 두 곳이 2월 중 며칠 사이 공격을 받

아 전소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응

2019년 3월 말라위에 폭우가 쏟아지며 심각한 홍수로 이어졌고, 이것이 

사이클론 이다이(Idai)로 발전하며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강타했습니다. 

모잠비크 베이라(Beira) 지역은 약 80%가 파괴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서비스 제공, 식수·위생 활동, 의료 시설 재건, 

예방접종 캠페인을 비롯한 지역 정부의 콜레라 예방 지원 등 대규모 활동

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남수단과 수단 소말리아 일부 지역 또한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

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량의 가격이 3배로 올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졌으며 동부 피보르(Pibor)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침수되어 이동

해야 했습니다. 옮긴 지역도 물에 잠기면서 의료 지원 활동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해되었습니다.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는 전 세계 정부에 의해 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의 

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동 중인 사람들(People On The Move)’의 

고통을 목격해 왔습니다. 2019년 8월 새로운 난민 수색구조선 ‘오션바이

킹(Ocean Viking)’을 통해 지중해 수색구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4월 

초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금 센터에 

갇힌 채 방치됐고, 7월 타주라(Tajoura) 구금 센터에서 두 번의 공습이 

일어나며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리비아를 탈출하려는 이주민이 유

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리비아 해안 경비대에 붙잡혀 송환되는 동안 유럽

의 정부들은 계속해서 방관했습니다. 그리스 섬에도 수천 명이 비참한 환

경에 갇혀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두 곳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문

제에 대한 지원 등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료 옹호 활동

2019년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

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상금으로 ‘액세스 캠페인(Access Campaign)’

을 시작하여 지난 20년간 보다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의약품에 대한 옹

호 활동을 통해 HIV, C형 간염, 결핵 등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회장이었던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박

사의 수상 연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도주의 단체로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

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거나 변화를 일으키거

나,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소리를 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후원자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사용하는 현장의 모든 활

동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2013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납치되

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우리의 동료 로미, 리차드, 필리프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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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박해나 극도의 고난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부분 안

전하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를 찾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이동 중인 사람들’을 돕는데, 오로지 

의료적 필요와 취약성에 따라 지원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난민, 이

민자, 망명 신청자들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할 뿐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을 막으려 하는 정부의 위험하고 비

인간적인 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유럽에서는 이주 통제가 대륙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가혹한 국경 정책을 접하게 되는데, 도착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국가에 억류되고, 유럽 망명 신청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

책은 이주민 신분을 불법화하거나 난민 및 이주민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

장하는 의료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접근을 방해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러한 제한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도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주민들의 위험한 여정을 막음으로써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

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과 이동 

중 마주하는 위험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

안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

럽으로 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도하는 것뿐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밀수 

경로를 운영하는 범죄 지하세계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비아의 보이지 않는 곳에 억류된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리비아를 통과

합니다. 리비아에서 이들은 끔찍한 폭력, 납치, 고문, 강탈에 노출됩니다. 

그뿐 아니라 리비아의 분쟁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

럽 국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곳에 난민과 이주민을 봉쇄하려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주 관리의 성공을 주장하며 잔인한 봉쇄 및 송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해상 수색·구조 역량을 해체하는 한편, 리비아 해안경비

대가 공해상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가로막고 리비아에 강제 송환할 수 있

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입

국자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범죄 및 밀수 조직과 연루되어 있

는 리비아 민병대 단체와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및 이주

민에 대한 인신매매, 납치, 억류, 강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행을 시

도하다 지중해에서 익사할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중해 중부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재개

하여 해상에서 조난당한 1,373명을 구조했습니다. 

난민·이주민·망명 신청자의

고통을 배가하는 유럽의 난민 정책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캠프는 과밀집되어 여러 가정이 한 텐트를 함께 사용하며,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Anna Pantelia/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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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섬에 갇힌 사람들

지난 2016년 유럽연합은 터키에 난민 지원을 위한 60억 유로와 기타 인

센티브를 지불하고 터키로 하여금 망명 신청자와 이주민의 유럽 유입을 

막게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협정이 망명

의 권리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가져올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대한 항의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로

부터 후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협정

이 지닌 논리의 결함이나 인도주의적 대가를 인정하기보다는 성공을 주장

하며 그리스 당국에 이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는 난민과 이주민의 상황은 ‘만

성적인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로부

터 인간성과 존엄성의 기본적 가치를 얼마나 빼앗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왔

습니다. 유럽과 그리스 당국이 거부한 책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한 후 의료진은 

환자를 병들게 한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칸 반도의 국경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

2019년 수천 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그리스가 아닌 유럽의 다른 목적지에 

닿기를 바라며 발칸을 건너려 했지만 가로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

립된 채 국경 인근의 비공식 정착지나 폐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한 진료

소를 운영했고, 세르비아 수용지 외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비공식 정착

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보스니아에서는 보건 당국과 협력해 공식 난민 

캠프 내·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감염 등 우리가 치료한 질병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과 이주민

프랑스에서는 많은 망명 신청자, 이주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열악한 난민 캠프나 길거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지품 압수나 임시 대

피, 경찰의 괴롭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인데, 대부분 여정 가운데 폭력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

은 채 프랑스에 도착한 10대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이것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가 이

들에게 거처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아 수백 명의 어

린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파리 근교 팬틴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통해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휴식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사회, 심리 및 행정 서비

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9년 총 734명의 미성년자가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류애의 승리

유럽은 이주와 망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근거도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해를 가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파괴적인 결과를 무시하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현재 정치 흐름을 보면 난민,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가치로 

여기는 것이 마치 반항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중인 사람들’과 연대하며, 많은 개인이나 의료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지

역 당국 대표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와 뜻을 함께한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비학(Bihac)과 벨리카 클라두사(Velika Kladusa)에는 크로아티아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가 모여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혹한 생활 환경과 폭력을 마주한다.  ©Anna Pantelia/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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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오랫동안 치료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

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를 보며 좌절감을 느낀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 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책적, 법적, 정치적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이하 ‘액세스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액세스 

캠페인은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과 그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법적·정치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같

은 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그 상금을 소외 질병에 

대한 치료 개선과 연구 활성화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HIV/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덕분에 부유한 나라에서는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으나 다

른 사람들에게는 이 치료제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 수면병 등 소외 질병에 대한 치료는 효과가 없거

나, 독성이 있고, 활동 지역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혀 존

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제약회사, 정부 및 기타 기업들이 특허와 이익보다 환

[ 특별 주제 보고 ]

20년간 이어진

의료 옹호 활동

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액세

스 캠페인을 통해 특허 독점을 극복하여 복제약 생산과 항레트로바이러

스 경쟁을 위한 길을 마련했고, 가격은 10년 동안 99%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C형 간염, 말라리아, 폐렴, 수면병, 결핵 등 질병에 대해서도 성과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신약과 진단 도구, 백신이 점점 더 높

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독점권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

전히 늘어가는 항균제 내성이나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억

제에 필요한 도구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액세스 캠페인

을 통해 의료 혁신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여 우리가 치료하

는 사람들의 의료적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학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이 정부로부터 조

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비용의 투명성

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데 대중이 더 큰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접근성 및 혁신의 위기는 더이상 저·중소득 국가에만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화되었습니다. ‘약품이 사치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액세스 캠페인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제약회사 노바르티스(Novartis)의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한 법적 공격에 대응한 시위.  ©Sheila Sh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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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HIV/에이즈 액세스 캠페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 중 하나는 당

시 1인당 미화 1만 달러에 판매되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접근성

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에이즈 유행의 진원지였던 남아공에서 

39개 제약회사가 소송을 내 저비용 복제약 수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국

경없는의사회는 시민사회의 항의 시위와 저항 운동, 법적 조치를 지원했

고, 130개국 30만 명 이상이 국경없는의사회의 ‘고소 취하(Drop The 

Case)’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 4월, 전 세계적인 압박으로 제약회

사들은 조건 없이 법적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1 수면병 1990년대 후반, 수면병 치료에 사용되는 몇 안되는 치

료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이미 중

단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면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랜 협상 끝에 아벤티

스(Aventis)는 에플로니틴 생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경없는의

사회는 또한 바이엘(Bayer)이 수면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두 가지 약

품의 생산을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03 말라리아 1990년대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은 클로로퀸(1940

년대에 도입된 말라리아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매년 100-2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을 문

서화하기 위해 연구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액트 나우(ACT NOW)’ 캠페인

을 시작해 각국이 아르테미시닌 기반 결합 치료법(ACT)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세계보건기구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 치료법

의 채택을 확대했습니다.

2013 C형 간염 현재 C형 간염 치료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특히 저·중소득국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국경없는의사

회와 다른 시민단체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약회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존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

는 금액인 12주당 120달러의 가격을 얻었고, 이것은 상업적 출시 가격인 

147,000달러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C형 간

염 치료를 확대함에 따라 모든 정부에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015 폐렴 국경없는의사회의 ‘공정한 백신(A Fair Shot)’ 캠페인은 

가장 비싼 소아 백신 중 하나인 화이자(Pfizer)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GSK)의 폐렴 백신 가격을 아동 한 명당 5달러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

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아동 한 명당 9달러의 가격으로 제공됐지만, 여전

히 저·중소득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수백만 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저·중소득국을 위해 적절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 결핵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약제내성 결핵 치료에 필

수적인 약품의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제내성 결핵은 심

각한 부작용과 낮은 치료율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결핵 치료 규모를 확대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9

년 존슨앤존슨(J&J)에 결핵 치료제 베다퀼린의 가격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

에게 하루 1달러 이하로 낮춰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HIV/에이즈 관련 제약회사 폭리 반대 시위. ©Christian Schwetz나이지리아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고 있는 아동. ©Remco Bohle

캄보디아 프놈펜의 C형 간염 진료소에서 치료제를 받은 환자. ©Todd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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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차드 남동부에서 진행된 대규모 홍역 예방접종 활동 중 30km 떨어진 정착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향민 가정의 아동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했다.  ©Juan Haro



14

남수단 South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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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내전 후 평화와 연합의 약속이 이뤄졌지만 아직 남수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9년 남수단 전역의 19개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동

했습니다. 아곡(Agok)에서 총상 환자를 치료하고 민간인 보호(PoC) 현

장에서 종합 의료 서비스 및 홍역 등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아동 예방접

종을 제공하고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에서 에볼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남수단에서는 보건 부문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이 2.6%에 불과하기 때문

에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비정부기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

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대규모 홍수 대응

7월에 시작된 전례 없는 대홍수로 백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피해를 입었

습니다. 10월 30일, 남수단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수단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집과 

농작물, 가축을 잃고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적 필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피보르(Pibor), 마반(Maban), 

랑키엔(Lankien), 울랑(Ulang) 및 인근에 긴급구호 팀을 배치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피보르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소가 침수

되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모성 보건 등 피보르, 

마반, 구무루크(Gumuruk) 주민을 위해 임시 텐트로 만들어진 시설을 세

웠습니다.

모든 활동 지역에서 이동진료소를 운영해 말라리아, 호흡기 감염, 설사, 

피부 감염 및 영양실조 예방 및 치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생 

시설과 보어홀(깊이 30m 이상의 우물)을 수리하고, 실향민과 수용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홍수

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수천 개의 구호 물품을 보급했습니다. 

구호 물품에는 설사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 필터와 모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2019년, 말라리아는 남수단의 주요 보건 문제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는 292,100여 명의 성인 및 아동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고 여러 프로젝

트를 통해 예방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전략

에는 모기장 배포와 새로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예

로, 국경없는의사회는 3월 올드 판각(Old Fangak)에서 통합적 지역사

회 말라리아 사례 관리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딴 지역

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인력을 통해 신속한 말라리아 검사와 치료를 제공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말라리아 환자 530명, 단순 설사 환자 

3,450명을 치료했습니다.

얌비오(Yambio)의 직원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에 

참여하여 38,000회의 종합 진료를 실시하고 24,900명의 환자를 치료했

으며,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3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아동 48,100여 명

울랑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활동 

중 한 아동이 영양상태를 검사받고 있다.  ©Nicola Flamigni/MSF

울랑의 병원에서 두부외상 치료를 받고 있는 소녀.  ©Igor Barbero/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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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계절성 말라리아의 화학적 예방법(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을 

시행했습니다. 

홍역 발생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얌비오, 말라칼(Malakal), 벤티우(Bentiu), 민간인 보

호 현장, 아웨일(Aweil), 피보르, 마반에서 홍역 예방을 위해 96,400명 

이상의 아동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했습니다. 

가능한 경우 환자 관리 또한 제공했습니다.

리어(Leer)에서의 의료 지원 활동 재개

4월에는 환자와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으로 2016년 활동이 중단되

었던 리어(Leer)에서의 모성, 응급 및 생식 보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첫 달에만 100여 명의 임산부를 포함하여 300명을 치료했습니다. 

난민과 국내 실향민

남수단에는 약 15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있으며, 인근 국가 수단에서 온 

난민 약 30만 명이 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벤티우, 문드리

(Mundri), 랑키엔, 말라칼, 이다(Yida), 예이(Yei), 리어, 올드 판각, 마반

의 도로(Doro) 캠프에서 난민과 실향민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구호 

물품을 보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관리하는 병원이 있는 벤티우와 말라칼의 유엔 민간

인 보호구역은 무력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고 있습

니다. 이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 지속적인 폭력 및 정신적 외상으로 인도

적·의료적 필요가 상당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곳의 생활 여건과 기

본 서비스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폭넓은 종합 및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라칼

의 민간인 보호구역에서는 55병상 규모의 병원을 통한 정신건강도 주요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극도의 폭력을 경험하고 현

재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개인 

및 집단 정신건강 상담을 3,090회 실시했으며, 대부분 병원의 외래진료

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남수단 최대 민간인 보

호구역인 벤티우에서는 160병상 규모 병원에서 성인과 아동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 수술 및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티우와 말라

칼 활동에는 지역 보건소의 전염병 치료, 예방 및 환자 파악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포함됩니다.

예이에서는 각 병원의 소아과 병동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정신건강 지원 

및 환자 이송을 제공하는 종합 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서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지속되는 폭력의 영향으로 수많은 실향민

이 발생한 지역 내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이 강(Yei River) 일

부 지역에서는 보안군이 진료소를 점거했고 의료인력에 대한 공격과 학

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마반에서는 약 6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도로 캠프 내 병원에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또한 환자 약 3만 

명을 진료할 수 있는 규모인 분즈(Bunj) 병원의 외래진료과에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지역참여팀은 실향민을 위한 기본 의료 서비

스 및 안전한 식수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 조사와 현

장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의료 아카데미(MSF 

Academy For Healthcare)는 남수단에서 초기 활동을 시작해 학생 42

명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피보르 내 훈련된 의료 전문가의 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지역 내 수단 난민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여성·아동 보건의료

아웨일에서는 모성 보건 서비스가 있는 지역 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현지 학교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며, 의사 

3명이 필수 수술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랑키엔에 있는 80병상 규모의 병원은 산과 및 소아과 진료, 영양 지원, 

HIV, 결핵 및 흑열병(내장 리슈마니아증) 치료를 제공합니다. 남수단의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아베이(Abyei) 특별 행정 구역

수단과 남수단 사이 분쟁 지역인 아베이에서는 지난 2월 아곡 병원 재건

을 완료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2차 의료 시설로 8개의 

병동과 수술실, 약국이 있습니다. 

1,120,900회

292,100명

61,000명

60,500명

14,100회

6,720명

5,400회

4,480명

4,010명

370명

외래환자 진료

말라리아 환자 치료

홍역 예방접종 

입원 치료

출산 지원 

홍역 환자 치료 

외과 수술

의도적 신체 폭력 치료

아동 입원 영양 치료

프로그램 참여

성폭력 피해자 치료

주요 의료 통계

2019년 남수단 활동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프로그램 지출

1983년

3,615명

85,374,842유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1,567,924,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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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Lebanon

레바논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수용 지역 주민, 이주민 및 난민 지역사회에 종합 및 전문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Rafik Hariri) 대학 병원 내 분만 센터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  ©Severine Sajous/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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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레바논에서 일어난 시위는 숫자, 지리적 확산 속도, 다양성 방면

에서 최근 수십 년을 통틀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레바논 정부

의 파벌주의 정치에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수년 동안 제도적 부패가 더욱 

심해져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낳았고, 전기와 깨끗한 식수 등 기본적 생

활 인프라까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교착 상태

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의료 비용

도 증가하여 레바논 주민뿐 아니라 이주민과 난민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레바논의 의료 시스템은 주로 사설로 운영되고 분산

되어 있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2008년부터 레바논 주민들이 양질의 종합 및 전문 보건의

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는 레바논 전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감염성 질환 진료, 성·

생식 보건의료, 정신건강 상담 및 산과 진료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 서비

스를 무료로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집중 치료, 지중해빈혈 치료 및 대기 외과 수술 등 전문 의료 활동까지 확

대했습니다.

베카 밸리(Bekaa Valley)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난민이 밀집되어 있는 베카 밸리의 아르살

(Arsal), 헤르멜(Hermel), 발벡(Baalbek), 마즈달 안자르(Majdal Anjar) 

진료소에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살과 마

즈달 안자르에서는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정신건강 지원과 더

불어 모성 및 아동 환자를 중심으로 성·생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보건부와 협력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그램(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을 헤르멜과 아르살 진료소에 도입했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mhGAP) 일부를 실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

신과의의 감독과 지원 하에 일반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장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자흘레(Zahle)의 엘리아스 흐라우이(Elias Hraoui) 국립 병원에서 

전문 소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응급 진료, 소아 집중치료, 지중해빈혈 

치료를 제공합니다. 바르 엘리아스(Bar Elias)에서는 화상 환자들을 중심

으로 중증 부상 치료와 성인 및 아동 대상 필수적 선택 수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북부 및 아카르(Akkar)

와디 칼리드(Wadi Khaled)에서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지원, 비

감염성 만성질환 치료, 소아과 진료 등을 포함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트리폴리(Tripoli)와 알-아브데(Al-Abdeh)에서는 비

감염성 만성질환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임신 및 피임) 지원 

및 정신건강 진료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카에서도 보건

부와 협력해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난민 중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고정용량 복합제 타당성 검토 시험을 위한 신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

베이루트 남부에서는 샤틸라(Shatila) 난민 캠프와 부르즈 바라즈네(Burj 

Barajneh) 캠프의 가정 진료소에서 성·생식 서비스, 비감염성 만성질환 

치료, 정신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피크 하리리(Rafik 

Hariri) 대학 병원 내 분만 센터에서 산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없는의사회는 팔레스타인 난민 최대 밀집 캠프인 아인 알-힐웨(Ain 

Al-Hilweh) 캠프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가정 기반 치료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 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긴급 대응 교육을 제공해 

폭력 관련 부상 환자들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1976년

646명

217,600회

10,700회

8,880명

4,850회

외래환자 진료

정신건강 개인 상담

입원 치료

출산 지원

주요 의료 통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1,317,056,402원

프로그램 지출

30,905,383유로

2019년 레바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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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Yemen

2019년 말 공습 횟수는 줄었지만 지상전은 1년 내내 여러 지역에서 계속

되었고 전선이 이동하며 대규모 실향을 야기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

생했습니다. 

의료 시설 파괴, 전문 의료진과 의약품 및 의료물품의 부족은 예멘의 의

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멘의 12개 병원 및 각 보건소에서 활동했고, 

12개 지역에 걸쳐 기타 의료 시설 20여 곳을 지원했습니다.

불안한 치안과 접근 제한으로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

도 예멘 주민들이 영양 및 인도적 부문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

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하자

(Hajjah), 사아다(Sa’ada), 암란(Amran), 이브(Ibb), 타이즈(Taiz)에서 

2019년 영양실조 입원환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7,330명의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했습니다.

민간인, 의료진, 의료 시설을 겨냥한 폭력

국경없는의사회는 2019년 초부터 예멘에서 환자, 의료 시설, 민간인이 

공격을 받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2019년 4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가 납치되어 사망한 사건 이후 한 달간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아덴

(Aden) 외과 병원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년 내내 여러 단체들이 권

력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며 아덴의 상황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은 여러 사건들로 발생한 대량 사상자를 치료했습니

다. 8월에는 24시간 이내 119명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8월 한 달

간 800건의 부상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타이즈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인 알-타우라(Al-Thawra) 

병원에서는 11건의 무장 침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환자 한 명이 사망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보

호받고, 안전이 보장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11월 6일 예멘 남서부 모카(Mocha)의 국경없는의사회 운영 병원은 군사 

창고를 포함한 주변 건물들이 공습을 받으며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

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고 추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멘에서 분쟁이 발발한 이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나 지원 시설이 공

습을 받은 것은 총 6차례이며, 계속되는 공격으로 의료 지원 활동이 어려

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자와 이브의 실향민 지원

하자 북부에서의 전투가 계속되며 아브스(Abs) 병원에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7,000명 이상의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으며 이것은 2015년 병원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실향민은 10만 명에서 약 12만 명으로 증가했고, 식수, 식

량, 거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스 병

원은 아브스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문 

의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예멘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이브는 주변 지역인 호데이다

(Hodeidah), 아드 달리(Ad Dhale), 타이즈의 최전선에서 피난한 실향민 

수십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십

만 인구가 거주하는 타이즈 인근 디 아즈-수팔(Dhi As-Sufal)의 병원에

서 응급실, 수술실, 집중치료실 및 입원환자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예멘에서는 최전방의 무력 충돌과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잦은 공격으로

민간인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면 무호흡증과 호흡 장애를 앓고 있는 2개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Agnes Varraine-Leca/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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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아동 대상 의료 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멘은 모자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

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동안 타이즈 호우반(Taiz Houban)

의 국경없는의사회 모자 병원 입원환자 수는 수차례 최대 수용 인원에 이

르렀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타이즈, 하이자, 이브에서 5,900

건의 출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예멘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병원에서는 많은 산모, 아

동, 신생아가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합니다. 진

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신생아들은 대부분 저체중이었고 집이나 소

규모 개인 의원에서 조산아로 태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생아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미숙아, 신생아 가사, 패혈증이었습니다.

높은 사망률은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전쟁의 직접적 결과입

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운영 중인 의료 시설 부족, 불안한 치안과 지속적

인 전투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주민의 치료비 부족 등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자 보건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알-카나웨즈(Al-

Qanawes)에 새로운 모성 병원을 열어 하자와 호데이다의 환자들을 진

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대응

예멘에서는 위생이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와 백신이 부족하며, 정기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공백이 발생하여 전염병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국경없

는의사회는 1월에서 4월까지 15,265명의 콜레라 의심 환자에게 입원 치

료를 제공했고 카메르(Khamer)와 타이즈에 각각 50병상과 60병상 규

모의 콜레라 치료 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아브스, 이브, 킬로(Kilo) 및 

타이즈의 의료 시설을 지원하고 사나 아덴에 의료 시설 두 곳을 열었습니

다. 4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콜레라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을 닫

거나 병상을 줄였지만 추후 유행에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홍역 환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브스, 하이단(Haydan), 

이브, 카메르 및 타이즈에서 홍역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2월 중순, 북부의 

여러 지역 당국이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시작하여 신규 환자 발생을 줄

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이브, 타이즈, 하자, 하이단에서 디프테리아 및 뎅

기열 발생에 대응했고, 디프테리아 환자 720명 및 뎅기열 환자 4,686명

을 치료했습니다. 

예멘 카메르 콜레라 치료 센터의 환자와 보호자.  ©Agnes Varraine-Leca/MSF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1986년

2,538명

308,900회

75,800명

35,100명

31,000회

27,100회

1,150명

외래환자 진료 

입원 치료 

콜레라 치료 

출산 지원

외과 수술

홍역 치료

주요 의료 통계

2019년 예멘 활동

프로그램 지출

74,908,262유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2,132,377,0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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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raq

2019년 실향민들이 계속해 이라크로 돌아왔지만 아직 백만여 명이 돌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난

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 말 이라크 전역에

서 시위대 폭력 진압이 이뤄지면서 국가의 의료 체계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의료 시설들이 파괴되고 전반적인 의료 인력과 활동이 부족해져 지금도 

계속되는 폭력으로 외상을 입은 환자들과 1·2차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내 실향민과 그 외 이

라크 국민들까지, 지속되는 고통으로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신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증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산과 및 신생아과 치료, 응급 재활, 비감염성 

질환 치료, 수술, 수술 후 치료뿐 아니라 실향민, 이전 실향민,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필수 및 2차 보

건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10월에는 이라크 전역에 걸쳐 병

원 곳곳에 의료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병원과 

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라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에서 수년간의 분쟁과 계속되는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디얄라 주 알완드 캠프에는 여러 지역의 실향민이 몇 년째 거주하고 있다. ©Hassan Kamal Al-Deen/MSF

주요 의료 통계

2019년 이라크 활동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프로그램 지출

2003년

1,379명

46,381,335유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2,037,772,867원

125,900회

89,700회

33,300회

11,200회

4,390회

외래환자 진료

응급실 입원

정신건강 개인 상담

출산 지원

외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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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와(Ninewa) 주

니네와 주는 이슬람국가(IS) 단체를 겨냥한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입었으며, 의료 시설이 파

괴되고 수많은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니네와 주에

서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했으며 정신과의로 구성된 의료진은 2019년 총 

14,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이 전문 수술 및 수술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지자 국

경없는의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모술(Mosul) 동부에 폭력

이나 사고적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 치료 센터를 열

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이동식 수술실, 33병상 규모의 입원 병동, 회복실, 

재활실이 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약 580회에 이르는 수술

을 진행했으며, 보건부에 모술 동부의 감염병 환자 치료 전담 신축 의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모술 서부에서는 제왕절개 전문 의료진이 있는 나블루스(Nablus) 병원

에서 종합적 산과 병동을 운영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응급 산과 

및 신생아 치료, 소아과 입원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 치료 및 안정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병원에서는 총 43,100회의 응급실 진료 및 9,300회의 신생아 출산 지원

이 이뤄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실향민들이 모술 서부로 돌아옴에 따라 알-라페다인

(Al-Rafedein) 1차 진료소에 산과 서비스를 구축해 성·생식 보건 관련 

환자 증가에 대응했습니다. 야지디즈(Yazidis) 및 신자르(Sinjar)의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며 병원 및 실향민 캠프에서 출산, 

소아과 진료 등 성·생식 보건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한 해 

알-라페다인 병원 응급실에서는 14,58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야라(Qayyarah)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계속하며 소아과 및 산과 서비

스, 영양 지원, 수술, 재활 치료, 화상 치료를 지원했고, 이는 실향민뿐 아

니라 수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이뤄졌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

회는 총 2,670회의 수술을 진행했고, 의료진 교육과 후원을 통해 지역 보

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에도 힘썼으며 신생아 및 소아 의료 활동을 인계하

기도 했습니다. 

키르쿠크(Kirkuk) 주

분쟁 피해 지역인 키르쿠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하위자(Hawija)에 위

치한 의료 시설 복구를 돕고 알-아바시(Al-Abbasi)와 라일란(Laylan) 

캠프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차 의료부터 산과, 성·생식 보

건, 비감염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과 보건증진 활동도 진행

했습니다. 또한, 하위자 종합 병원에서 응급실과 임상검사실, 감염예방과

를 지원했습니다. 

디얄라(Diyala) 주

국경없는의사회는 디얄라 주에서 실향민, 귀향민,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1차 의료, 정신건강 지원, 성·생식 보건 서비스, 비감염성 질환 치료를 제

공했으며, 보건증진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는 카나킨(Khanaqin) 및 알

완드(Alwand) 캠프와 신실(Sinsil), 사디야(Sadiya), 알-무크다디야(Al-

Muqdadiyah), 잘라울라(Jalawl)의 의료 시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바그다드(Baghdad) 주

바그다드 의료 재활 센터의 주요 활동은 폭력 사건이나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증 관리, 물리치료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의 재활 

치료입니다. 10월 대규모 시위가 발발한 이후 병원 규모를 20병상에서 

30병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드르(Sadr)시 이맘 알리(Imam Ali)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80명을 대상으로 대량 사상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하여 매달 약 2만 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제내성 결핵 환자가 더 짧은 기간에 주사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

젝트를 시작해 결핵 국소 진단 역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도훅(Dohuk) 주

10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19년 말까지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0월 

바르다라쉬(Bardarash) 캠프와 사헬라(Sahela) 국경 수용지에서 이동

진료소를 통해 난민과 국내 실향민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와 정신건강 상

담을 제공했습니다.

디카르(Dhi Qar) 주

국경없는의사회는 2019년 말 이라크 남부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나시리야(Nasiriyah)에서 긴급 대응을 시작했고, 대량 사상자 대응 교육 

및 응급처치 긴급 대비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바르다라쉬 난민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 난민 자밀라(Jamilla).

©Moises Saman / Magnum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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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민주콩고 26개 주 중 21개 주에서 일반 및 전

문 의료 서비스, 영양, 예방접종, 수술, 소아 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치료, HIV/에이즈, 결핵, 홍역, 콜레라, 에볼라 예방 및 치료 등 다양한 의

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홍역 유행

2018년 중반부터 민주콩고에서는 국가 사상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

이 있었고 2019년 6월, 정부는 국가 감염병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민주콩고에서 31만 명 이상이 홍역

에 감염됐고,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6개 주(북키부

(North Kivu) 및 남키부(South Kivu), 바스-우엘레(Bas-Uélé), 카사

이(Kasai), 카사이 센트럴(Kasai Central), 크윌루(Kwilu), 마이-은돔

베(Mai-Ndombe), 남우방기(South Ubangi), 초포(Tshopo), 추아파

(Tshuapa), 이투리(Ituri), 콩고 센트럴(Kongo Central)) 및 4개의 전 카

탕가 주에서 지역 감시 활동 및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과 합병증 환자 

치료에 힘썼습니다. 또한 아동 679,5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

시하고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통해 약 48,000명을 치료했습니다.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지만, 정기 예방접종이 모든 구역

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 조직이 지연되며 대규모 

홍역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백신과 예방접종 의료진 및 

의료 시설 접근 부족, 운송과 같은 물류 문제 등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습니다. 또한 홍역 유행이 에볼라와 동시에 발생하며 이에 대한 복합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실향민 지원

이투리(Ituri)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사회 간 폭력이 디주구

(Djugu)와 마하기(Mahagi)에서 다시 발생하여 백만 명이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생활 여건이 열악한 

80여 개의 임시 거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실향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30곳에서 식수 및 모기장, 구호 물품을 보급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12월, 이틀간의 지역사회 간 폭력으로 많은 사

상자가 발생한 마이-은돔베 지역의 의료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

다. 부상 및 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이동 진료소를 운영했으며 실향민 가

정 약 2,850가구에 구호품을 보급했습니다. 북키부에서는 이동 진료소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국가 사상 최대 규모의 홍역 및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보건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식수·위생 활동을 통해 캠프 네 곳의 실향민을 지원했습니다. 카

사이 센트럴에서도 이동 진료소와 보건증진 활동을 통해 앙골라에서 밀

려난 콩코인들을 지원했습니다. 

키부에서 포괄적 의료 제공

수년 동안 분쟁이 지속된 키부 지역에서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전

염병 및 대규모 실향민 발생, 기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장기 프로젝트

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키부의 고마(Goma), 음웨소(Mweso), 왈리칼레

(Walikale), 마시시(Masisi), 럿슈루(Rutshuru), 밤부(Bambu), 키리비지

(Kibirizi) 보건 구역에서 병원, 보건소, 진료소, 이동 진료소, 지역사회 기

반 참여 활동을 통해 일반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응급 및 집중치료, 수술, 

환자 이송, 신생아과 및 소아과, 모성 보건, 정신건강 지원, HIV 및 결핵 

프로그램, 예방접종, 영양, 성·젠더 기반 폭력 치료가 포함됩니다.

남키부에서는 바라카(Baraka)와 물룽구(Mulungu), 칼레헤(Kalehe), 킴

비-룰렌게(Kimbi-Lulenge) 구역의 병원과 보건소를 지원하여 영양 실

조 및 HIV, 결핵, 기타 전염병 치료, 정신건강 지원, 모성·생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카(Baraka)와 킴비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말라리아 및 설사, 호흡기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는 바라카에 새로운 병원을 짓기 시작했고, 쿠시사(Kusisa)와 투순구티

(Tushunguti) 병원에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국경없는의사회는 키부뿐 아니라 카사이 센트럴, 마니에마(Maniema), 

이투리의 진료소에서도 안전한 임신 중절 등 생식 건강 및 성·젠더 기

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수준

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했

을 때 주민들이 응급처치를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연락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키부의 킴비-룰렌게와 카맘바레

(Kamambare) 보건 구역, 마니에마의 살라마빌라(Salamabila), 북키부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홍역 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는 5세 수프랑스(Souffrance).  

©Alexis Huguet



23국가별 활동

의 마시시, 카사이 센트럴의 카낭가(Kananga)에서 이러한 주민 88명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주민인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남·북키부 주에서 대규모 콜레라 유행에 대한 전국적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콜레라 치료 센터(CTC)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콜

레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개인 위

생 및 일반 위생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콜레라가 발병했던 5월에서 9월 사이 국경없는의

사회는 고마의 키예셰로(Kyeshero), 카탕가의 루붐바쉬(Lubumbashi) 

및 마시시에 임시 콜레라 치료 센터 네 곳을 추가로 열었으며, 한 달 동안 

환자 약 700명을 치료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캠프 내 불안정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실향민이었습니다. 

말라리아 또한 민주콩고의 주요 보건 문제입니다. 남키부의 바라카 병원

에서는 계절성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0병상 규모로 환자 치료 역

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예방 전략 차원에서 주요 모기 번식

지에 살충제 살포를 시작했으며, 말라리아가 유행한 북부 우방기의 빌리

(Bili) 보건 구역에서는 아동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 시설 62곳

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HIV/에이즈 또한 민주콩고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감염자 

중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60% 미만입니

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관련 정보나 

예방 프로그램도 없으며 사회적 낙인과 비용의 부담이 치료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 킨샤사(Kinshasa)와 고마에서는 11개 의료 시설을 

지원하여 HIV/에이즈 치료 및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후속 조치

를 강화하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꾸준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킨샤사에서는 카빈다(Kabinda) 병원과 다른 시설 7곳에서 HIV 

양성 환자 3,167명에게 의료적 및 심리사회적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에볼라 대응

2018년 8월 민주콩고에서 선포된 에볼라 발병은 2019년에도 계속되어 

12월 31일 기준 약 3,300명의 확진자와 2,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프로그램 지출

1977년

3,173명

133,132,980유로

1,687,900회

679,500회

607,400회

37,900회

37,000회

10,600회

8,710명

4,400명

2,190명

1,310명

3,800명

주요 의료 통계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활동

외래환자 진료

홍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치료

정신건강 개인 상담

출산 지원 

외과 수술

성폭력 피해자 치료

콜레라 환자 치료

의도적 신체 폭력 치료

국경없는의사회가 직접 치료한

HIV 감염 환자

에볼라 치료 센터 입원

니다. 이것은 2014-2016년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유행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피해가 큰 북키부와 이투리 지역에서 에볼라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일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사회 참여

를 강화하며 에볼라 치료를 지역 의료 시설 활동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에볼라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 및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서입니다.

2019년, 에볼라 대응에 큰 진전이 있었는데, 어베보(개발명 rVSV-

ZEBOV) 백신이 초기 연구에 따라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고, 개발 중인 두 개의 치료제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백신의 임상 시험이 9월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에볼라 

대응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는데, 300건이 넘는 공격이 보고되

었고 에볼라 치료 센터의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가 에볼라 대응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니아(Bunia)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에볼라 이송 센터.  ©Pablo Garrigos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2,822,263,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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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프로그램 지출

1996년

87명

2,492,589유로

15명신규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시작 환자주요 의료 통계

2019년 키르기스스탄 활동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국경없는의사회는 2012년부터 오쉬(Osh) 주 카라-수(Kara-Suu) 지역

에 약제내성 결핵에 대한 분산형 치료 모델을 도입하여 환자의 병원 방문

과 입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 1월에서 11월 사이 평균 

80%의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결핵 환자의 

치료 순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관찰 치료 등 새롭고 혁신적인 약제내

성 진단 및 치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독성이 적고 치

료 기간이 짧은 새로운 약물 요법을 홍보하고 결핵 진단 방식 또한 개선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7년간 결핵 치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11,000여 명이 진엑스퍼트(GeneXpert)로 결핵 검사를 받았고, 이중 결

핵 판정을 받은 약 705명이 약제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 및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바트켄(Batken)과 아이다르켄(Aidarken)에서 원인이 

환경오염으로 추정되는 비감염성 질환의 높은 발생률에 계속해 대응했습

니다. 8월에는 카담제이(Kadamjay)에서 환경 위험 평가를 지원했습니

다. 이 평가의 목적은 중금속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는 것으로, 

환경으로 인한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또한 키르기스스탄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및 병변 전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

로 치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아이다르켄에서는 보건부와 협력

해 총 4,794건의 외래환자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결핵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7년에 걸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보건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치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20,000,000원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가 아이다르켄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Nargiz Koshoibekova/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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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Mozambique

이미 상당한 보건 문제가 있던 모잠비크를

2019년 3월과 4월 사이 두 번의

열대성 사이클론이 강타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모

잠비크 인구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전염병인 HIV와 결핵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정기 프로젝트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모잠비크의 HIV 

감염자는 22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34,000명이 결핵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 대응

2019년 3월 15일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소팔라(Sofala) 지역의 베이

라(Beira)를 강타하여 18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이클론과 뒤이

은 홍수로 집, 의료 시설 및 기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40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이클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

급구호팀을 배치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콜레라 발병이 공식 선언되

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콜레라 환자의 57%를 치료했고, 보건부

를 지원해 90만 명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또한 두 곳의 정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8개 보건소를 재건

했으며 비누, 모기장, 취사용품, 담요, 매트, 양동이 등 구호물품을 보급

했습니다. 25개 지역에서 주로 영양실조와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총 

11,900건의 외래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6주 후 사이클론 케네스(Kenneth)가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

에 상륙했을 때는 펨바(Pemba), 메쿠피(Mecufi) 및 메투그(Metuge)에 

콜레라 치료 센터를 설치하고 식수·위생 활동을 수행했으며 일반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어진 두 개의 사이클론에 더해 수 개월 동

안 이어진 가뭄으로 2019년 말 모잠비크의 상황은 심하게 악화되었습니

다. 두 번의 자연재해가 겹치며 이미 심각했던 식량 문제와 영양실조 상

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HIV 및 결핵 이중 전염병 유행 대응 

수도 마푸토(Maputo)에서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약물 내성이 발

달한 HIV 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감염 진단 및 환자를 위한 신속한 치료 개선이 포함됩니다.

마파랄라(Mafalala) 빈민가에서는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약물을 사용하

는 환자를 위한 드롭인(Drop-In) 센터를 운영하며 HIV, 결핵 및 C형 간

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잠비크에서 주삿바늘 및 주

사기 배포 등 종합적 피해 감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베이라에서는 성 노동자와 같이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한 집단에 

HIV 검사, 상담 및 가족계획 등 성·생식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베이라 중앙 병원에서 

후기 HIV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지역 의료 지원 

카보 델가도에서는 폭력과 불안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9년 말라리아, 영양실조 및 호흡기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마코미아(Macomia)의 보건소 지원을 시작했으며, 사이클론 케네스로 심

각한 피해를 입은 보건소를 복구했습니다. 보건부 직원을 대상으로 모성 보

건, 소아과, 성·생식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급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베이라에서 간호사가 여성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고 있다.

©Pablo Garrigos/MSF

최초 활동 연도

구호 활동가

프로그램 지출

* 한국 지원 후원금 중 2,646,000,000원이 모잠비크,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특별 긴급

  구호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1984년

446명

19,771,987유로

131,300가구

4,330명

890명

810명

15,900명

구호품 보급

콜레라 치료 

결핵 치료 시작 환자

국경없는의사회

1차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HIV/에이즈 프로그램 참여

주요 의료 통계

2019년 모잠비크 활동

[ 특별 긴급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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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적 민간 독립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21개 국가 사무소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이

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 위치해 있으며, 

아르헨티나, 중국, 콜롬비아, 체코,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케냐, 레바논,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아랍

에미리트, 우루과이에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효율성을 위해 8개의 ‘위성’ 기관을 설립했고, 각 위성 기관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조직이나 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전담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인도주의 구호 활동, 역학 및 의학 연구, 모금, 시설 관리, 인도주의 및 

사회 활동 관련 연구 등 특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성 기관들은 국경없는의사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 재정 보

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재정 보고는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조직 수준에서 통합된 자료입니다. 2019년 재정 보고는 스위스 GAPP FER/RPC 기준을 따르며,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Young)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2019 국제 재정 보고서 전문은 국제 웹사이트(www.msf.

org)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 사무소는 각 소재 국가의 GAPP, 법률,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제 재정 보고

수입

지출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민간 후원 비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 전체 수익의 96.2%가 민간 후원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650만 명 이상의 개인 후원자와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캐나다, 일본, 스위스 정부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이 있습니다.

최대 지출 항목은 인건비로, 총 지출의 53%가 현지 직원 및 국제 구호활동가(항공권, 보험, 숙박 

등)와 관련된 제반 비용입니다. 의료 및 영양 항목은 의약품과 의료 장비, 백신, 입원 비용 및 영양

실조 치료식을 포함하며, 이 물자를 이송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운송, 화물 및 보관 항목으로 분류

됩니다. 물류 및 위생 항목은 보건소 건축 자재와 장비, 식수 위생 및 물류 물자로 구성되어 있으

며. 기타에는 외부 협력 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이나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지출 대륙별 지출

2019 2018
금액(백만 유로) 비율 금액(백만 유로) 비율

민간 후원금 1,570.1 96.2% 1,459.9 95%

공공기관 후원금 20.0 1.2% 20.7 1.4%

기타 42.0 2.6% 55.8 3.6%

총 수입 1,632.1 100% 1,536.4 100%

인건비 53%

의료 및 영양 16%

운송, 화물, 보관 12%

사무소 지출 7%

물류 및 위생 6%

커뮤니케이션 2%

기타 2%

전문 서비스 1%

민간 보조금 1%

아프리카 56.2%

아시아 34.4%

아메리카 4.3%

유럽 2.6%

비특정지역 2.2%

오세아니아 0.4%

민간 후원금

96.2%
공공기관 후원금

1.2%
기타

2.6%
총 수입

16억 3,210만 유로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81%

모금 활동

일반 경상비

14%

5% 총 지출

16억 8,460만 유로

이 재정 보고는 2019년 1년 동안의 재정

기록을 나타내며 모든 금액 단위는 1백만

유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올림이 적용되어 총 합계 금액이 단순

총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재정 보고는

연례보고서 및 웹사이트(www.ms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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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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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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의사회 헌장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 스태프

현지 활동가

83%
비의료인

49%
사무소 직원

9%

의료인

51%
국제 구호활동가

8%

총 국제 구호활동가 파견

7,513회

총 스태프

45,369명

스태프 수(명) 비율

현장 직원 41,297 91%

현지 활동가 37,670 83%

국제 구호활동가 3,627 8%

사무소 직원 4,072 9%

총 스태프 수 45,369 100%

파견 횟수(회) 비율

의료인 3,792 51%

비의료인 3,721 49%

총 파견 횟수 7,866 100%

2019 활동보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