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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 Hiroko Taniguchi / MSF

남수단 랑키엔에서 화상 입은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박선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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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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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수행한 주요 활동과
한국의 후원금이 사용된 6개국인 니제르,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
아, 모잠비크, 네팔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활동에 관한
설명이며, 해당 국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지역의 명칭과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경없는의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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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돌아보며

ⓒ Juan Carlos Tomasi / MSF

콩고민주공화국 카탕가에서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아동. 홍역은 특히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치명적이다.

2015년은 의료 시설을 겨냥한 무수한 공격으로 얼룩진 한

의사회의 지원을 받던 의료진 81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10월, 예

해였습니다. 이로써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가장 지원이 필

멘에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을 파괴해, 20만
명이 의료 지원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 순간에 필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
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준 사건은 10월, 국경없는의사회 쿤

한 해 동안 분쟁과 폭력을 피해 수십만 명이 살던 집과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

두즈 외상 센터가 미국의 표적 공습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다. 부룬디에서는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진 폭력사태를 피해 2015년 말까지
12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피신했습니다. 시리아 위기가

이 공습으로 직원 14명, 환자 24명, 간병인 4명이 숨졌고,

시작된 2011년 이후, 여러 주변국으로 피신한 시리아인은 430만 명으로 추

이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민 1백만 명이 양질의 외과

산됩니다. 아프리카 서부 차드 호에서는 보코하람 공격 이후로 카메룬, 차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니제르, 나이지리아 출신 지역민 250만 명이 살던 집을 떠나 난민캠프, 국내
실향민 캠프에 피신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올해 교전 당사자들의 표적이 된 의료 시설은 상당수였습니다. 1월에는 수단
의 사우스 코르도판 주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수단 공군의 폭격을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꾸준히 활동을 조정해

받아 환자 1명,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5년 한 해

가면서 의료 필요사항에 대응해 왔습니다.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의료 시설

동안에만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 시설 63곳에 총 94차례의 공습과 폭격

들을 지원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기초 의료 지원 및 응급 의료 지

이 일어났고, 피해 시설 중 12곳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경없는

원을 지속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예방접종 캠페인들을 실시하고, 레바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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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재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

건 수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차드 호 지역에서는 피해를 본 4개국에 의료

회와 해당 환경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팀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폭력을 피해 떠나는 민간인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의 구호 활동가들과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입니다. 2015년, 국경없는

합니다. 2015년,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중해 횡단을 시도한 사람 중 최

의사회 한국은 현장 인력 채용, 후원 개발,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면에서 활

소 3,77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해상에서 수색·구조 활

동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한국인 구호 활동가 인력풀이 늘어남에 따라, 한

동을 실시하고, 유럽의 여러 진입 지점과 ‘이주 루트’에서 지원 활동을 전개

해 동안 의료 및 비의료 전문가 16명이 남수단,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시

했으며, 피난민에 대한 유럽의 정책을 공공연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에라리온, 파키스탄 등 12개국, 18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국경없는

한 대안이 없는 지금,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밀수업자들에게 눈을 돌리

의사회 한국은 2015년 말까지 53억 원의 민간 후원금을 받아 니제르, 레바

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막막하고 위험한 여정에 오릅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

논, 민주콩고,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네팔의 현장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하기 위해 혹은 자신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수만 명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HIV, 결핵,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을 앓고 있는 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분쟁만이 아닙니다. 의료 지원 체계가 미흡한 곳에

자들을 치료하고, 전문적인 모자 보건 지원에 힘쓰며, 예방접종 캠페인과 수

서는 보건 자원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여건 속에 살아야 하며,

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주기적
으로 일어나는 홍역, 뇌수막염, 콜레라 등의 전염병에 대응하며 대규모 예방

동료들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후

접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일례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6월과

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셔서 자

9월 사이에 30만 명의 아동들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홍역 환자 2

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명을 치료했습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2015년 말로 접어들면서,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후 새 감염 환자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에볼라는 전 세
계 연구개발(R&D)의 기반이 얼마나 그 목적과 어긋나 있는지 보여 주었습
니다.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
다. 연구개발(R&D)은 시급히 필요한 신약, 백신, 진단법을 개발해 이를 가장

남수단 멜루트에서 국내 실향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한 유서희 내과의.

ⓒ Matthias Stei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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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2015년 활동 개요

활동 규모

외래환자 진료

가장 많은 프로그램 비용이 쓰인 지역(억 원)

가장 많은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지역(건)

10개국에 대한 총 프로그램 예산은 445.7백만 유로(5600억 원)로

전문 진료는 제외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그램 총 예산의 51%를 차지합니다.

1,652,008

콩고민주공화국

1260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403

이라크

390

니제르

358

아프가니스탄

342

레바논

341

에티오피아

334

683,385

레바논

483

예멘

915,934

남수단

66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16,09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27

남수단

에티오피아

413,195

니제르

408,009

아프가니스탄

366,164

파키스탄

358,308

시리아

350,348

케냐

281,140

구호 활동가

현장활동 지역 분포

가장 많은 구호 활동가가 일한 지역(명)

프로그램 수(건)

풀타임 정규 직원 기준

아프리카 256

유럽 38
아메리카 대륙 22

2,62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태평양 지역 5

2,303

아프가니스탄

18

중동 44

2,867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아시아/코카서스 81

3,322

남수단

10

프로그램
비율(%)

57

프로그램
비율(%)

45

9
5

1,835

1

현장활동 환경
프로그램 수(건)
안정된 지역 203
무력 분쟁 지역 130
내부 불안정 지역 109
분쟁 이후 지역 5

29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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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하이라이트는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자료로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들이 직접 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만을 포함합니다.

8,132,100회

219,300명

32,600명

외래환자

출산

콜레라

외래환자 진료 건수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산모 총 수

콜레라 치료를 받은 환자 수

594,900명

83,500명

1,537,400명

입원환자

외과적 치료

홍역 예방접종

입원환자 총 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의 산과적 수술을

홍역 유행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포함, 주요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 수

2,299,200회

11,100명

18,100명

말라리아

성폭력 피해자 치료

결핵 환자(1차)

확진 환자 치료 건수

성폭력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 수

1차 약제로 치료 받은 결핵 환자 수

181,600명

333,900명

326,100명

영양 치료식 센터

HIV 감염 치료

뇌수막염 예방접종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 받은 중증 및

2015년 말 기준, 치료 받고 있는 HIV 감염자 수

뇌수막염 유행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230,400명

6,800명

184,600명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1차)

HIV모자간수직감염 예방 치료

정신건강(개인)

2015년 말 기준, 1차 항레트로

모자간수직감염 예방 치료를 받은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개인 환자 수

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

HIV 양성 산모 수

경증 영양실조 아동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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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두즈 외상 센터 공격

ⓒ Victor J. Blue

공격을 받고 파괴된 쿤두즈 외상 센터의 모습.

2015년 10월 3일,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국경없는

1

캐슬린 토마스(Kathleen Thomas)

호주 출신 집중치료 담당 의사

의사회 외상 센터가 미국의 표적 공습으로 수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습 6일 전 새벽 2시경, 격렬한 전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교전 시즌’ 5
개월 동안 쿤두즈에 있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소리가

그 결과 병원이 파괴되었고 환자 24명, 직원 14명을 포함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교전이 너무 심해 부상자들이 병원까지 오려면 족히
몇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렇게 제 인생

총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쿤두즈 병원은 2011년부터 폭

에서 가장 긴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력의 피해자, 그 밖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의료 및 외과 지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그 주, 병원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버거운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
니다. 병동에서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더 놓으려고 병상들을 더 가까이 다닥다

를 통틀어 이 같은 지원을 하던 시설은 이 병원이 유일했습니

닥 붙였습니다.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다. 2015년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지만, 수많은 환자가 죽어 가는 것을 무

자는 22,000여 명이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도 6,000회

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을 가진 환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 헌혈을 하겠다고 병원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환

에 달했습니다. 쿤두즈 외상 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산소 호흡기가 필요했는데, 기계는 4대뿐이어서 필

을 들어 보았습니다.

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올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병원에 올 때쯤엔 온
몸에 감염이 퍼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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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항공기가 우리 병원을 공격했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집중치

전한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주변으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이

료실이었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 그곳에 있던 환자들 모두 숨졌습니다. 병상

났고, 연기가 가득했으며, 폭발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에 누운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유일한 집중치료
실 간호사 투리알라이(Toorialay)가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 병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동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장, 창문, 문에서 떨어

상에 누워 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건물을 뛰쳐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한

진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 겨우겨우 길을 찾아 몇 분을

것입니다.

헤맨 후,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바닥 아래 2미터
정도 파인 곳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한 시간을 버텼습니

집중치료실을 뒤흔든 공포가 본관의 다른 곳에까지 몰아닥쳤습니다. 우리 동

다. 본관 건물 창문에서 불꽃이 피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밖으로 나왔

료들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 갔습니다. 몇몇 사람은 도움을 구하며 소리쳤

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아침이 되면 친구들과 동료들 모두 살

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알았고, 곧

아서 만날 수 있을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움 속에 홀로 죽어 갔습니다. 셀 수 없
이 많은 직원과 환자들이 다쳤습니다. 화상을 입기도 하고 폐, 눈, 귀에 압력

마침내 폭발이 멈추자, 부상자들을 찾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파가 전해져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상들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장

는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관을 삽입하고, 출혈을 막았습니다.

애를 남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야말로 악몽 같은 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우리는 중상을 입은 의사 1명에게 개복술을 실시했

면이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2

사예드 하메드 하쉬미(Sayed Hamed Hashemy)

아프가니스탄 출신 외과의사
병원이 공습을 당하던 그 시각, 하쉬미 박사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2주
뒤, 그는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병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부
불에 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당시 제가 일하던 수술실은 천장과 벽에 구
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건물 군데군데는 지붕이 아예 없었습니다.

폭격이 일어나던 밤, 저는 호출이 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 대
기 근무자였습니다. 복잡한 수술을 하던 도중,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 MSF

들렸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성급히 복도를 뛰쳐나가고 창문을 넘어가면서 안

공습 직후 남아 있는 병원 한켠에서 긴급 수술이 이루어졌다.

2015년, 106차례의 공습과 폭격이 일어나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병원 75곳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들은 시리아(63곳),
예멘(5곳), 우크라이나(5곳), 아프가니스탄(1곳), 수단(1곳) 등지에 있었습니다.

10월에 쿤두즈 외상 센터가 표적이 된 이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있는 100만여 명은 양질의 외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
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경우, 하이단에 있는 병원이 공습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2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지속하던 유
일한 시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수십 곳이 폭격을 받는데, 이러한 소식은 알려지지도 않은 채 지나가고 맙니다.

2015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국경없는의사회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남성 2명의
공격을 받은 후, 카보(Kabo) 병원에서 진행하던 활동을 일부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멜루트(Melut)에 위치한 덴토마 1 난민캠프의 병
원, 사무실, 약국이 약탈을 당했고, 리어(Leer)에 있던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은 무장 남성들에게 두 차례나 약탈을 당했습니다.

매번 의료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벌어지고 나면, 수만 명의 지역민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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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위기

세계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경없는의사회에게는 중요한 문제

3월, 국제 동맹은 공중 폭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타격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가난, 만성 영양실조, 빈약한 보건지원 체계… 수년간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의료 지원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

예멘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2015년 들어

다. 이렇게 의료 및 인도적 필요사항이 막대한 상황에서, 예멘에 있던 구호 단

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체 대부분은 요르단 암만으로 국제 활동가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국경없는의사
회도 다수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을 예멘 밖으로 이주시키는 등, 초기 대응에서
는 다른 단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나, 아덴에

처음 폭력이 발발한 것은 살레 대통령과 국민의회당(GPC)이

주요 직원들을 남겨 두는 한편, 분쟁 상황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물러난 3년 전입니다. 현재 살레 정권과 관련된 안사르 알라/

을 추가로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의료 및 물류 전문가

후티 세력은 남부 예멘 독립운동, 이슬람 단체들, 현지 부족

들이 현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 그리고 기타 걸프 국가 및 서방 세력들로 구성된 사우디
분쟁 초기에 사우디 주도 동맹군은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 때문에 물품

주도의 동맹군이 후원하는 지하드 세력 등이 모여 이룬 연합

을 들여오던 선박, 항공편 대부분은 예멘 출입이 막혔습니다. 이로써 의약품

세력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누가 통제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많은 의료 시

것인지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봉쇄 조치, 그리고 예멘 주요 공항의 파괴 상황
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구호 활동가들과 수 톤의 의료 물자 및 의약품
을 예멘으로 들여보내고자 계속 현지 당국 및 사우디 주요 동맹군과 협상을
했습니다. 사나에는 전용 항공기를 들여보내고, 아덴으로는 선박을 보내는 방
식이었습니다.

응급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아덴의 수술실.

ⓒ Benoit Finck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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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루트를 확보한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덴에서 외과 외상 센터를 계

괴되었고, 12월에는 타이즈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가 타격을 입어

속 운영했고 교전선 양쪽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몇 차례 치안 관련 문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을 즉시 재개하지

제도 있었지만, 현지 세력들은 심지어 인근에서 교전이 벌어질 때도 국경없는

못해, 의료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회의 중립성을 비교적 잘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멘 곳곳에서 환자들이 의
료 시설을 찾아왔고, 2015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6,000회의 구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은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모두 제

명 외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급증하는 교전 상황에 대응해, 국경없는의사회

한적이었습니다. 예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예멘에 남아 활동하는 극

는 여름 들어 타이즈에 새 프로젝트를 열고, 타이즈 시내와 교전선 곳곳에 있

소수 단체들이 다 맡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교전선과 당파 차이를 넘

는 수많은 병원 및 응급실에 의료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어 취약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현장 경험이 많은 구호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분쟁으로 인한 부상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

들 그리고 훌륭한 인도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멘에 있는 구호 활동가들

니다. 11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타이즈에 병상 100개 규모의 모자 병원을 열

에게도 위험은 존재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어 산부인과, 소아과 관련 주요 진료의뢰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경없

리고 예멘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경없는의

는의사회 팀은 사다, 암란, 하자 등 북부 지역에서도 기존 프로젝트 활동 규모

사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입증해 왔습니다.

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자들이 민간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예멘 내 폭력 수준
올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했던 예멘 사람들이 부딪힌 장애물은 봉쇄 등의 외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예멘에서의 의료 구호 활동은 결실을

적 규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나라는 이리저리 갈라지고 교전선도 수시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휴전 협정, 나아가 더 포괄적인 정전을 이루지 못한다

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위험한 검문소를 거치지 않으려고 의료 시설 방문

면, 지역 주민들은 끝내 수월하게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을

을 미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 시설들이 의도적인 공습의 목표가 되기도 했

수 없을 것입니다.

습니다. 10월, 하이단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병원이 공습으로 파

중증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한 살배기 나지바가 알살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Malak Shaher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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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호 주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최근 들어 차드 호 — 차드,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를
환자 이야기ㅣ에스더, 24세 나이지리아인

따라 흐르는 아프리카 중서부의 호수 — 지역은 분쟁의
진앙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통과 피난을 겪는 사람

“한밤중에 보코하람 전투원들이 나타나 우리 마을을 공격
하고,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제 아버지와 여동생 중 1명도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그들이 우리를 또 공격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뒤에 남아 있어야 했죠. 언젠가 꼭 찾을 거
예요. 저는 9개월 된 제 딸아이, 그리고 열네 살 된 여동생
과 함께 이틀 동안 걷고 또 걸어서 카메룬에 도착했어요.”

들이 생겨나면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진행
하던 활동을 확대하기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의
인도적 위기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호숫
물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원 경쟁을 하고, 식량은 부족
하고, 가축들이 죽어 갔으며, 빈곤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질병이 계속 재발하고 있는데,
의료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 MSF

2013년 5월 이후, ‘보코하람’으로도 알려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의 공격 때문에 지역민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수천 명이 집을 떠
나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보복 공격 작전도 대규모 피난을 유발했습니다. 분쟁의 결과, 현재까지 250만여 명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최대 피난 위기로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이미 심각했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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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나이지리아 캠프에서
콜레라 환자들이 처음 나타나면서,
의료 지원과 더불어 위생 개선 활동은
주요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콜레라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급속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 Adavize Baiye / MSF

운영 중인 의료 시설도 거의 없지만, 몇몇
시설들은 필수 의약품, 장비, 의료진이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치안 불안으로 주민들은 병원
이나 진료소로 가는 길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우기로 인해 말라리아, 설사 등의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이 이러한 질병과 함께
영양실조까지 겪는 경우, 특히나 위험합니다.
ⓒ Sylvain Cherkaoui / Cosmos

안전한 물과 위생 시설을 거의 구하지 못하는
피난민, 난민들의 생활 여건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수를 할 수 없어서 식료품
값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민들도
제한된 수단으로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Sylvain Cherkaoui /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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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오는 난민 및 이주민을 위한 활동

ⓒ Francesco Zizola / NOOR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르봉 아르고스 선원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1

마이 피닉스 호, 부르봉 아르고스 호, 디그니티 1호

5월에서 9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는 해상난민구조센터(Migrant Offshore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은 해상에서

Aid Station, MOAS)와 협력하여, 마이 피닉스(MY Phoenix) 호에 승선해

인명 손실을 줄이고,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지중해 중부에서 수색, 구조 활동 및 구조 후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구조

여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긴급구호 지원을 하기

된 사람 중 1,64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조선 부르봉 아르고스

위해서였습니다.

(Bourbon Argos) 호에는 노련한 수색, 구조팀과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0명
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12월까지 이 구조선이 구조한 9,560명 가운데 4,443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구조선 디그니티 I(Dignity I) 호에는 의료

수십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과 이주민들은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진을 포함해 총 18명의 선원이 승선했고, 활동 기간 6개월 동안 대부분 리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며, 때로는 평생 모은 돈을 밀수업자에게 지불하기도

아 연안에서 6,00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그린피스

합니다. 대개 터키를 떠나 지중해 동부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가는 루트를 따

(Greenpeace)와 협력하여 에게 해, 레스보스 연안에서 위험에 처한 배에게

라 횡단하는데, 육지에 도착하기까지는 45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주로 사

다가가 구조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용하는 배는 작은 고무보트나 오래된 어업용 목선인데, 늘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며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복 사고는 흔하게 일어나며,

의료 지원과 더불어,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음

특히 기후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3,700

식, 물, 옷, 보호용품을 지급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여 명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통, 탈진, 피부 질환, 상기도 감염, 옴, 멀미, 저체온증, 화상 등이었습니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구조선 3대에 승선해 지중해를 순찰했습니
다. 120회의 구조 활동을 통해 위험에 빠진 23,000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

유럽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리스를 떠나 마케도니아

넸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하고,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조선

와 세르비아를 지나서, 국경 상황에 따라 헝가리, 크로아

에 옮겨 태우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배로 옮겨 타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티아, 슬로베니아 등지로 넘어간 후, 오스트리아를 지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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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틀어 크로아티아로 향했는데, 10월 17일에는 크로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루트를

아티아 국경마저 폐쇄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슬로베니아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만여 회의 진료를 제공하
면서, 마땅한 거처나 위생 여건도 없이 힘겨운 여정을

5

지나는 동안 생겨난 질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9월, 10월에는 하루 평균 1만 명-1만5천 명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도
착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의가 부족해, 슬로베니아 수용 센터는 초만원

2

을 이뤘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10월, 11월에 슬로베니아의 국경 도

그리스

시 브레지체(Brežice)에서 24시간 의료 지원을 하는 등 보건부 활동을 지원

2015년, 856,000명이 넘는 난민 및 이주민들이 그리스로 넘어왔습니다. 그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경유캠프에 진료소를 세우고, 헝가리로 이송되기

중 3분의 1은 여성과 아동이었고, 90%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

를 기다리고 있던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날마다 약 5,000명 이

쟁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진료팀을 구성해 레스보스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섬, 사모스 섬, 코스 섬 등을 비롯한 난민들의 이동 경로에서 무료 진료,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지원하고, 물, 위생 시설, 쓰레기 관리, 화장실, 임시 거처, 구
호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3

세르비아

국경없는의사회는 세르비아에서 이동팀을 파견하거나, 진료소를 세워 등록센

Hungary

Slovenia

터 근처 및 국경 부근의 경유캠프에서 기본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

크로아티아
Croatia

습니다. 또한, 세면도구 키트, 식료품, 텐트, 담요, 우비 등 구호품을 배급했고,
의료팀들은 감기, 호흡기 감염, 저체온증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6월

세르비아
Serbia

그리스

에서 12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는 9,184회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4

헝가리

슬로베니아

Greece

헝가리

9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매일 2,000-4,000명이 넘어오는 국경 도시 로츠케
(Roszke)에서 이동 진료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일간 400명에게 의료 지
원을 실시했는데, 이후 철조망이 세워지더니 9월 14일에는 국경이 폐쇄되었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경 사이에 마련된 국경없는의사회 임시 진료소.

ⓒ Achilleas Zava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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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10억 원을 니제르

Niger

후원금은 진더와 마가리아 지역 영양실조 치료 활동에 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보낸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니제르는 심각한 뇌수막염 발병의 피해를 입었고, 폭력으로
난민들과 국내 실향민들이 늘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혹은 ‘보코하람’으로 알려진 단체가 나
이지리아 주변에서 폭력을 자행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니제르 디파 지역으
로 대피했습니다. 디파에서도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군이 이에 대응하면
서 또 다른 피난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디파 지역에는 30만여 명에 달
타후아

하는 귀환민, 난민, 피난민들이 보건 지원도 없이 열악한 여건을 견디며 살고

Tahoua

있었고, 이들은 각종 질병과 폭력에 취약했습니다.

틸라베리

디파

Tillaberi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 주민과 피난민 모두를 위해 주요 산부인과 및 소아과

Diffa

니아메

센터, 지역 병원, 보건소에서 보건부와 협력하여 활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

Niamey

회는 또한 나이지리아 난민 약 1만2천 명이 머물고 있는 아싸가(Assaga) 캠

마라디
도소

Maradi

진더

Zinder

Dosso

프, 그리고 약 3만 명이 피신해 있는 예비(Yebi)에서 예방접종 및 식수위생 활
동과 함께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난민들과 국내 실향민들, 그리고 이들
을 수용해 제한된 자원으로 힘겹게 버텨 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총 2,500여
개의 구호품 키트를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타후아에서 2세 미만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인 말라리아, 영양실조, 호흡기 질환, 설사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Juan Carlos Tomasi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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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lvain Cherkaoui / Cosmos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홍역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네 살의 나나.

뇌수막염 대응 활동
4월에서 6월 사이에 뇌수막염 발병은 유독 심각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

히 관찰하고, 아픈 아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치료하고, 예방접종과 영양 보

회 팀들은 도곤두치(Dogondoutchi), 가야(Gaya), 도소 지역에서 예방접종

충, 구충, 말라리아 예방을 통해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을 예방하는 것을 포

캠페인을 벌여, 2세-14세 아동 101,500명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한

함합니다.

팀은 약 900명의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여러 보건소에 뇌수막
국경없는의사회는 1985년에 처음 니제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염 치료 키트를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1,800명이 니제르에서 활동했습니다.
영양실조 치료 및 말라리아 관리 지원
니제르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손꼽힙
니다. 영양 부문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경없는의사회는 마라디, 타후아, 진더

환자 이야기ㅣ푸레자 누라(Foureza Noura, 30세)는

등지에서 포괄적인 의료 및 영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리아(Magaria)

아들과 함께 마라디 지역의 단 이싸(Dan Issa)로 왔습니다.

지역은 영양실조 발병 고조 시기에 피해가 특히 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이곳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외래 치료식 센터를 지원하는 곳이

는 이 지역 병원의 입원 및 외래 치료식 센터와 소아과 부서를 지원했습니다.

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아동은 8,400여 명이었고, 소아과 병
동에서 치료를 받은 아동도 5,23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570명은 신생아들

"저는 두 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마을에
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는 열도 있고 잘 먹지도 않네요. 치
료를 받게 하려고 운전기사와 흥정해서 2시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우리 마을의 몇몇 분들이 저더러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소로 가보라고 했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
싼 데다 서비스 질도 좋지도 않아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들의 말을 들으니, 제 아들이 말라리아와 영양실조를 앓고 있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과 영양식 반죽을 받았어요.
아이가 확실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1주일 후에 다
시 오라는 말도 들었어요.”

이었습니다. 진더 지역에서도 영양실조 발병에 대응해 현지 병원의 직원들을
훈련하는 등의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지역에서 아동기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계절성 말
라리아 화학예방요법(SMC)을 제공했습니다. 마라디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
회 팀들은 말라리아에 대응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
기장을 배급하고, 항말라리아제를 반복해서 처방하는 예방요법도 제공했습니
다. 또한,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 동안 보건소들을 지원하고, 임시 입
원 병동을 세우는 한편, 재정적 지원, 직원 교육, 의료 장비 기증, 진단검사실
지원, 혈액은행 지원 등 여러모로 시설 운영을 도왔습니다.

타후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방과 치료를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지원 프
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면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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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10억 원을 레바논

Lebanon

후원금은 주로 트리폴리 지역 1차 진료소와 아르살 산부인과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보낸
진료 활동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1년 시리아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레바논에 도착한 시리아, 팔
레스타인 난민은 150만여 명으로 인구의 4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추

아카르
Akkar

산됩니다. 이 작은 나라는 지금 중대한 인도적, 의료적 필요사항에
힘겹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헤르멜
Hermel

5년째 시리아 분쟁이 계속되는 지금, 난민들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바알벡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난민캠프도 없어서 사람들은 차고, 농지,
미완공 건물 등의 비공식 거주지에서 지내는 실정입니다.

Beirut

베카

구할 수 있는 음식과 물, 거처는 모두 상태가 좋지 않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

Bekaa

람이 모여 있어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사람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당뇨, 고혈압, 천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전
쟁으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가 끊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
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검진을 받기 어려운 임산
부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포함됩니다.

샤틸라 난민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가 갓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 Diego Ibarra Sánc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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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 벨리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베카 벨리에 있는 취약한 레바논 지

출산 의료 서비스, 상담 등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발 모센 진료

역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하는 동시에,

소에서는 병원 이송에 앞서 환자들의 안정을 돕는 수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 홍보 활동,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르살(Aarsal)에 산부인과 병동을 열고, 특화된

1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맹렬한 폭풍과 영하권 기온에 대비해, 레바논 북동부

산부인과 의료 지원을 구할 수 없을뿐더러 병원에서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악 지대에 위치한 아카르 지역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겨울 필

감당할 수 없는 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 770명의 임산부

수품을 배급했습니다. 이로써 약 900가구 총 4,700명에게 난로, 연료, 담요가

가 출산을 했습니다.

제공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는 거의 없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은 시리아로 송환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부터 엘 압데(El Abdeh) 시내에서도 활동하며

1949년부터 있었던 팔레스타인 난민 정착지인 샤틸라 캠프에는 최근, 시리아

급성 및 만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산전, 산후 의료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출신의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들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난민들, 유엔난민기구

국경없는의사회는 1976년에 처음 레바논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의 적격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 등록 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

한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343명이 레바논에서 활동했습니다.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본 진료, 만성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 등을 제공하고, 여성 건강 센터를 운영해 매달 170명의 출산
을 돕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거나 출산 합병증을 안고 있는 여성들을 위

환자 이야기ㅣ마무드 메테브 알 아마드(Mahmoud

한 제왕절개 수술 등, 특수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이송 체계도 마련되

Meteb Al Ahmad, 55세)는 알레포 출신의 시리아인으로,

어 있습니다.

레바논 북부 엘 압데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3년간 아내와 딸아이 다섯과 함께 텐트에서 지내
왔습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세찬 바
람에 텐트가 다 뽑혀 나갈 정도였고, 폭우가 쏟아져 바닥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온기를 유지하려고 옷, 플라스틱… 태
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웠습니다. 다른 계절에 하던 건설 일
이나 농사 일도 다 못하게 되어, 우리는 구호 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 북부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트리폴리와 인접한 아부 삼라(Abu Samra)에서 활동
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출산 의료 서비스, 급성 및 만성질환 치료, 정기
예방접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자발 모센(Jabal Mohsen) 지역과 트리폴리 내
밥 엘 타바네(Bab el Tabbaneh)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현
지 세력 사이에 교전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급성 질환 치료,

베카 벨리 지역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 Ghazal Sotoudeh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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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7억5천만 원을 콩고민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보낸 후원금은 주로 게티 및 보가 지역에서의 1차, 2차 진료 및

주공화국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영양실조 관련 진료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카탕가 지역에서는 대규모 홍역
확산이 일어나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트 우엘레
바스 우엘레

Haut-Uélé

Bas-Uélé

민주콩고에서는 이와 같은 보건 긴급상황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반시

이투리

설도 미흡하고 의료 서비스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Ituri

다거나 발병 후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탕가에서는 몇
년마다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했
고, 카탕가 내에서도 일부 외진 지역에는 의료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

사우스 키부

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말렘바 은쿨루(Malemba Nkulu) 지역을 시작으로, 홍

South Kivu

역 피해를 입은 지역에 팀들을 파견해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팀들은 보건
소 100여 곳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홍역 환자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12월

카탕가

Katanga

초까지 962,000명의 아동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제공했고, 홍역 환자 약 3만
명의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연초,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진료소들을 운영해 카탕가 내 국내 실향민 캠프
곳곳에서 영양실조, 말라리아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콜레라를 통제하고자 모
니터링, 설사병 치료, 경구용 예방접종 제공, 급수 기반시설 개선, 필터 배급 등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위해 보가 진료소를 방문하는 두 아이와 어머니.

ⓒ Gabrielle Klein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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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an Carlos Tomasi / MSF

홍역으로 의심되는 아동 환자가 카탕가에 위치한 진료소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5월과 6월, 키콘자(Kikondja)에서는 30,100명에

및 신생아 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가

게 말라리아 치료를 제공했고, 7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홍역 예방접종을 제공

지원하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2,950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고, 신생아 병동에

했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 사우스 키부 긴급대응팀은 오트 로마미(Haut

서는 47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보건소 3곳도 지원을 계속하면서 임산

Lomami) 지역에서 81,590명의 아동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부 지원, 아동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 381명을 치료했습니다.

일부 상황이 진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부 지역 대부분은 치안 상황이 불안
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놓고 콩고군과 무장 단체들이 전투를 벌였기

이투리, 오트 우엘레, 바스 우엘레를 아우르는 부니아 긴급대응팀은 한 해 동안

때문입니다. 민간인들을 겨냥한 공격이 일어나 더 많은 피난 행렬이 나타났고,

콜레라, 뇌수막염, 홍역 유행을 포함해 총 12건의 긴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강탈과 납치 사건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의료
국경없는의사회는 1981년에 처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극소수의 국제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2,867명이 콩고민주공화국
에서 활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우스 키부 지역에서 아동 및 임산부를 중심으로 주민들
을 위한 의료 지원을 지속하고, 말라리아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노스 키부 지
역에서는 국내 실향민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긴급구호품을 제
공하고, 말라리아 치료, 영양실조 치료, 출산, 성폭력 피해자 진료 등을 지원
했습니다.

환자 이야기ㅣ레진(Régine) 카탕가 마노노에 살고 있는
다섯 자녀를 둔 어머니
이투리, 오트 우엘레, 바스 우엘레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아이들에게 홍역 예방접
종을 하던 날, 저는 홍역으로 죽은 제 아이를 땅에 묻었어요.
다른 아들도 홍역을 앓았는데,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급히 마노노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 몸
에 기계를 달아 숨 쉬는 것을 도와주고, 약도 처방해 주었어요.
저는 홍역을 앓는 다른 아이 셋이 집에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
께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데리러 갔어요.”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 고립되어 있는 보가(Boga) 지역에서 귀환민, 피난민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열고, 보가 지역 종합병원과 루빙고(Rubingo) 보건
소를 지원하면서 출산 관련 서비스, 응급 치료, 집중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매달 80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그중 절반은
5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과 정보 제공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게티(Gety)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들, 유엔, 콩고군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고,
이에 따라 민간인들도 수차례 피난을 떠났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게티 종
합병원 안에서 진행하는 응급 서비스를 비롯해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 소아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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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1억5백만 원을 라이베

Liberia

후원금은 주로 몬로비아의 소아과 병원과 에볼라 생존자 진료소

리아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보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확산은 2015년에 거의 끝났지만, 향후 또 다른
발병에 대처하고 보건 체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라이베리아는 여
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볼라 발병 전에도 위태로웠던 라이베리아의 보건 상황은 에볼라가 확산되면
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2014년에 문을 닫은 후 아직도 운영
을 재개하지 못했고, 국가 보건 인력의 8%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졌는가 하
면, 의료 현장을 떠나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서
몬로비아

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라이베리아 보건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onrovia

2015년 5월, 라이베리아 에볼라 발병 종료가 선포되었으나 이후 7월, 11월에
새 감염자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부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국경없는의사
회는 라이베리아 내 4개 지역에서 ‘에볼라 신속 격리 및 치료’를 담당하는 팀들
을 대상으로 훈련을 기획했고, 몬로비아 내 몇몇 보건소에는 격리처를 마련하
는 등, 감염 통제 및 예방 조치 개선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몬로비아와 몬트세라도 지역에는 약 1,000명의 에볼라 생존자들이 있

경없는의사회는 병상 74개 규모의 바드네스빌 정크션(Bardnesville Junc-

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관절통과 안구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다 지

tion) 소아과 병원을 4월에 개원해, 부족한 전문 진료 공급을 조금이나마 해소

역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일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1

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설은 집중치료실(병상 10개), 응급실, 신생아실, 영양

월에 몬로비아에 생존자 진료소를 열고, 그곳에서 외래환자 진료, 정신건강 진

실조 치료식 센터, 입원환자 병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병원 역량

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급 병원으로 이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

이 증진되어 병상을 91개로 늘렸습니다.

볼라 치료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지 못한 환자들, 그리고 정식으로 생
존자로 인정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 지원을
홍역 대응

받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5년 초반 몬로비아에서 확산된 홍역 발병에 대응해, 직접 예방접종 캠페인
을 벌이고 보건부의 전국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몬로비아의 소아과 지원
몬로비아 전체 인구 140만 명 가운데 17%가 5세 미만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0년에 처음 라이베리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볼라 발병 기간 동안 소아과 병동들과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이에 국

2015년 한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535명이 라이베리아에서 활
동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몬로비아에서 수천 명의 아동들이 소아마비와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다.

현장 책임자 ㅣ필립 르 배일랑(Philippe Le Vaillant)

우리 팀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홍역
확산에 대응한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틀간,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피스 아일랜드(Peace Island)
에서 아동 542명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면서, 감염 예방
프로토콜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체계적인 발열 검사, 문진표
작성, 주사 때마다 장갑 소독, 대기 인원수 축소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에볼라 발병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예
방접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Adolphus Mawolo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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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9억4백만 원을 모잠

Mozambique

보낸 후원금은 주로 마푸토 지역의 HIV/AIDS 치료 활동에

비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HIV/AIDS와 결핵에 맞서는 혁신
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콜레라 확산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건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HIV/AIDS 퇴치를 위한 가속화 계획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잠비크는 여전히 HIV/AIDS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성인
인구의 11.5%가 HIV 감염자인데 안타깝게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부에 따르면 그중 절반 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반복되는 필수 의약품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원인의 일부로 지적되고 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AIDS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을 위해 기술적인 지
원과 함께 특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HIV를 안고 살아가는 건강한 환자들
도 필요한 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푸토

Maputo

수도 마푸토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실패했거나,
HIV와 더불어 다제내성 결핵(MDR-TB), 바이러스성 간염, 카포시 육종, 인
유두종 바이러스 등에도 동시에 감염돼 고통 받는 환자들을 포함해, 특수 지원
이 필요한 HIV/AIDS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 환
자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여성과 아동들에게는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

국경없는의시회는 1984년에 처음 모잠비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잠비크에서 총 28,394명의 환자들에게 바

한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382명이 모잠비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스 수치 모니터링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 한 해, 콜레라 풍토병 지역인 모잠비크에서는 중·북부 지방에서 각각
대규모의 이례적인 콜레라 발병이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테테, 잠베지아 지방
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이 치료한 환자는 총 416명입니다.

환자 이야기ㅣ마누엘 코스텔로(Manuel Costelo, 47세)는 테테
시내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콜레라 치료센터에서 자녀 2명을 돌보
고 있습니다.

“밤중에 아이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에 바로 이리로 데
리고 왔습니다. 다른 보건소들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병에 대
한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피해를
입었죠. 저와 제 아내, 아이들도 모두 병에 걸렸어요. 그중 세 사
람은 다 퇴원했고, 저는 지금 남은 두 아이를 돌보려고 여기 와 있
어요. 국경없는의사회가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해 줬어요. 이제
는 집에서 꼭 깨끗한 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 펌프에서
만 물을 길어다 쓰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앓아눕고 있어요. 국경없는의사회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 Luca Sola

25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Activity Report 2015

네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5백만 원을 네팔 프로

Nepal

주로 고르카와 누와콧 지역에서의 의료 및 정신건강 관련 긴급

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보낸 후원금은
구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과 5월 12일, 두 차례의 지진이 네팔을 강타해 약
8,500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도 7.8 규모의 1차 지진이 강타한 후,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신속하게 네팔
에 도착해, 외진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지
라수와

진의 진앙지는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고르카 지역이었습니다.

Rasuwa

고르카

국경없는의사회는 헬리콥터 진료소를 운영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Gorkha

다딩 누와콧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르카, 다딩, 누와콧, 라수와, 신

Dhading Nuwakot

두팔촉, 돌라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마을에서는 정규 진료소 활동이 진행

신두팔촉

Sindhupalchowk

돌라카

Dolakha

됐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요구한 필요사항들에 맞추어 5세 미만 아동 및 임
산부를 위한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루가트, 고르카 지
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술실, 응급실, 산부인과실, 회복실 등을 갖춘 공
기주입식 천막 병원(병상 20개)을 세우고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현지 보건소
역할을 했습니다.

5월 12일, 2차 지진 발생 당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던 국경없는의사회 팀들
등을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팀들은 또한 카트만두에 위치한 추체파티 캠프에

은 지진 발생 후 몇 시간 안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머물고 있는 7,000명의 피난민을 위해 식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카트만두
주변 여러 캠프에 위생 설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외딴 마을들이 완전히 파괴된 가운데, 곧 다가올 몬순 기간을 위해 시
급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위생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육지와 항로를 이용해 산간 지역에 들어가 약 6,000가구

지진 직후의 긴급 상황이 지난 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 7월 들어 활동을

가 머물 수 있는 천막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철 판자 약 13,000장과 재건 용품

줄여나갔습니다. 연말에 이관되기까지, 상하 지역 척추부상재활센터에서 다리

3,000세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영구적인 주거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왔

부상 환자들을 수술하고, 회복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리치료, 상처 처

습니다. 그래서 몬순 기간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다딩, 누와콧, 돌라카, 고르카,

치, 정신건강 회복 등을 지원했으며, 돌라카(2차 지진 진앙지) 내 차리콧에서

부디 간다키 계곡 곳곳에 있는 약 1만 가구가 임시 거처를 제공 받았습니다.

는 보건부 직원들과 함께 1차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4월에서 7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는 2,500건의 진료를 실시하고, 7,000명

국경없는의사회는 2002년에 처음 네팔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

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을 했습니다. 팀들은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민들

해 동안 국제 활동가 및 현지인 직원 58명이 네팔에서 활동했습니다.

에게 접근했습니다. 약 15,000가구에 식료품, 임시 거처, 취사도구, 위생 물품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진료소로 옮기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환자 이야기ㅣ구룽 람 바마두르(Gurung Ram Bamadur)
아루가트 진료소에서 첫 수술을 받은 환자

“사람들이 제게, 어느 단체에서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세웠으니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해줬어요. 몸이 좋지 않으
니 어제 병원까지 걸어오는 데는 4시간이 걸렸어요. 지진이
났을 때 가축들을 방목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손에 바위가
떨어졌어요. 지진으로 모든 가축을 잃었고, 손가락 세 개를 절
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저
는 험한 노동으로 먹고사는 농부인데, 이제 손이 다쳤으니 예
전처럼 살 수 없겠죠.”

ⓒ Emma Pedley / MSF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26

국제 구호 활동가: 활동가의 한마디

김나연

*2015년 16명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가
12개국, 18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시에라리온

가정의학과의
다시 돌아간 시에라리온의 보 에볼라 치료센터는 의료인이 에볼라에 감염되고,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심환자가
찾아왔을 때 동료 의료진들의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마음 씀씀이가 따뜻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동
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김아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행정가
저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긴급대응팀의 행정 코디네이터로 일했는데, 우리 팀은 보코하람의 무차별적
인 공격을 피해 온 실향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 운영을 통해 팀원들
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욕 넘치는 동료들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박선영

남수단

간호사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다리 한쪽 피부를 거의 잃을 만큼 화상을 입고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매일 드레싱
치료를 해주던 아이였는데, 걷지도 못하고 다른 또래 아이들은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는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엄마가 부르더니 앉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
요.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유서희

남수단

에티오피아

내과의
제가 있던 곳은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비행기로 3시간, 다시 차로 2시간을 가야 하는 외딴 소말리 지역이
었는데,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지역, 코디
네이션 팀이 위치한 수도, 그리고 운영센터가 있는 유럽 등에서 다방면의 치안 정보와 발전기, 구급차 등
탄탄한 로지스틱(물류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외진 곳에서도 꼭 필요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이영수

에티오피아

간호사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차, 2차 진료를 시작하자, 기존의 외래환자 수가 주당 100-150
명에서 700-1,000명으로 거의 7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의료팀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신뢰
를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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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마취과의
한국에서는 장비와 약품이 잘 갖춰진 병원들에서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무력감
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다면, 이런 약품이 있다면” 하는 아쉬움과 “나는 장비와 약품이 없
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하는 자책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주어진 환경 안
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니,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선아

에티오피아

간호사
남수단 난민들이 분쟁을 피해 에티오피아로 국경을 넘어오는데, 난민캠프로 이송될 때까지 아무 기반시설
없는 곳에서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진료소를 찾는 난민들을 보면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탈수
상태도 많았어요. 차로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간 경험해 왔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는데,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시기가 되자 젊은 사람들, 아동들이 심각
한 단계의 뇌말라리아로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정윤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약사
저는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품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
리는 반군 지역이든 정부군 통제 지역이든 구별하지 않고, 의료 체계가 무너진 곳에서 현지의 필요에 따
라 의료 시설에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그중 국경없는의사회는 반군 지역에 혈액투석 물품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였습니다.

국제 구호 활동가

총 국제 구호 활동가 수는 파견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파견된 인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스태프 중 84%는 활동하는 현지 국가에서 채용
되었습니다. 29개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는 총 인력의 8%를 차지합니다.

구분

스태프 수(명)

비율(%)

의료인

1,787

23

간호사 및 준의료인

2,469

32

비의료인

3,515

45

총 국제 구호 활동가

7,7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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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 스태프

현지인 직원
국제 구호 활동가

사무소 스태프
총 스태프

28

30,988
2,924

스태프 수(명)

비율(%)

33,912

92

2,970

8

36,882

100

국제 재정 보고

*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입
민간 후원금

1

공적기금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민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을
높은 비율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전체 수입의 92%

7

는 민간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570만의 개인 후원자들과 민간 재단의 후

기타

원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

수입별
비율(%)

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영국 정부 등의 공공 기관
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92

구분

민간 후원금

금액(억 원)

비율(%)

16738

92

1189

7

215

1

18142

100

공적기금
기타
총 수입

지출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지출은 국경없는의사회 주요 활동에 따라 배정되며, 모든 프로그램 지출에는 임금, 직접

기타 비용

비, 간접비가 포함됩니다.

18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은 구호 프로그램 운영, 인식제고 및 기타 인도주의 활동
등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지출별
비율(%)

국제 재정 보고는 2015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요건을 대부분 준수한 국경없는의사회
의 회계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계법인 KPMG와 Ernst&Young이 공동으로 국제
감사기준에 맞춰 회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 국제 재정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2

구분

내용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프로그램

일반 경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행정 비용이 포함됩니다.

비율(%)

13289

82

2828

18

16119

100

10960

사무소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

기타 비용

금액(억 원)

1694

증언/인식제고 활동

467

기타 인도주의 활동

167
2058

모금 활동

770

일반 경상비

0

소득세
총 지출
외환차손익

72

잉여차액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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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정 보고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5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43억 원을
니제르, 레바논,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네팔 구호 프로그램에
사용했습니다.

수입
민간 후원금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수입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타 지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구성되

보조금

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신생 지부가 생길 경우 전 지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
을 하며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타 수익

35.5
구분

수입별
비율(%)

64.4

금액(원)

비율(%)

민간 후원금

5,302,937,054

64.4

보조금

2,920,712,000

35.5

6,140,518

0.1

8,229,789,572

100

기타 수익

0.1

지출

총 수입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지출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5년 후원금 중 82.3%를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에,

차기 사업 준비금
일반 경상비

8.6%를 경상비에 사용하였으며, 9.1%를 차기 사업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

9.1

금활동비는 전액 다른 지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6
지출별
비율(%)

82.3
2015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총 지출
구분

내용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구호 프로그램

금액(원)

니제르

1,000,000,000

레바논

1,000,000,000
904,404,640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750,000,000

라이베리아

105,520,360

4,362,685,678

4,780,000

네팔

570,835,556

증언/인식제고 활동
국제 구호 활동가 채용 및 파견 제반 내용
모금 활동

27,145,122
2,906,181,882

일반 경상비

462,956,954

차기 사업 준비금

497,965,058

총 지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8,229,78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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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후원 개발 활동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후원금

한국 사무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운영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됩니다.

후원금

후원금

REPORT

후원자

활동 및
재정 보고

한국 사무소

운영센터

구호 현장

현장 증언 및 구호 현황 보고

후원자 한마디
2015년에 참여하신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국경없는의사회가 세상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평범하지만 특별한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자들의 가슴 설레는 후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출처: 최*든 후원자님 인스타그램

박*민 후원자님

“오늘 국경없는의사회 정기후원을 등록했다…길을 지나가다가
#국경없는의사회 부스를 찾아 등록하게 되었다. 정말 많지 않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자동
이체 알림이 문득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좋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 들게 하는 것 같다. 다들 동참해서 이 느낌을 매달 1일에
받았으면…”

블로거 졔* 후원자님

블로거 JMY**** 후원자님

“버킷리스트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정기후원>입니다.
저는 첫 월급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구호단체를 알아보던 중 제 마음에 꼭 들었던, 국경없는의사회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
 으로 꾸준히 국경없는의사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내가 원주 기차역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빨간 마크는.....가슴 한쪽이
매우 시렸던, 그리고 '내가 참 너무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그래서
열차시간 3분을 남겨 놓고 거리모금 캠페인에 사인을 하고 소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가입을 한 후 열차를 타러 아주 속히 플랫폼에
달려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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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거리모금 캠페인
2015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거리에서 진행하는

“365일, 매일 화창한 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모금 캠페인으로 후원자님과 만나 왔습니다.
2015 캠페인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를

4월 -5월ㅣ네팔 지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준 캠페이너의 한마디

6월 -9월ㅣ모자보건 캠페인

안녕하세요, 저는 온세은 캠페이너입니다.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주변의

10월 -12월ㅣ백신 캠페인

많은 분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온 저는,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 의미를 가

활동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경상도 일대

지고 있는지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NGO관
련 수업을 받으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나누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의 활
동을 알리는 거리모금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거리모금 캠페인을 통해 독립적이며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
지원에 가장 중요한 비지정 개인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리모금 캠페

구호 활동가분들이 구호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듯 저 또한 거리 현장

인은 후원자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상황을 알

에서 모금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좋은 후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

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2015년 거리모금을 통한 후원금은

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새로운 시민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 지체 없이 자원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최대
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긴급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스토리펀딩’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총 2회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후원자분이 산모보건 및 예방접종 활동에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건 엄마들

사회의 백신이
없는의
야기
국경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자원 부족, 체계 미비 등의 장벽들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가 펼치는 의료 활동을 전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2015. 4. 14.- 2015. 6. 7.

프로젝트 기간 2015. 11. 26.- 2015. 12. 30.

모금액 7,267,000원 후원자수 416명

모금액 5,752,880원 후원자수 109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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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디지털
페이스북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

1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의 페이스북에 달린 좋아요
컨텐츠 당 평균 310개의 좋아요

NEWS

사건 쿤두즈 공격
질병 에볼라
나라 예멘

8.3%

총

7.5%

114,226개

6.2%
2015년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콘텐츠
포스터로 제작될 사진 투표 이벤트

2015년 가장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은 콘텐츠
아프가니스탄 국경없는의사회 쿤두즈 병원이 공격받은 사실을 알리는 콘텐츠

댓글
페이스북 좋아요
트위터 RT

290개

2,863개 공유 223회

256회

국경없는의사회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2014년보다 45,940명의 친구가 더 늘어났어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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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8명(2015.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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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스쿨데이

어플릭션 상영회

국경없는의사회는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초청 강연, 방문, 개별 만남 등

12월, 국경없는의사회의 에볼라 대응 활동을 그린 영화 “어플릭션(Afflic-

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청에 힘입어 9월, ‘스쿨데이’를 열고 60여 명

tion)”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대응

의 청소년들과 함께 궁금했던 구호 현장과 국경없는의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활동에 참여했던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

나눴습니다.

졌습니다.

2015. 12. 어플릭션 상영

회

2015. 9. 스쿨데이

언론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의 언론 활동 키워드

2월 11일, JTBC 뉴스룸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활동에 참여한 최초의 한국인,
정상훈 구호 활동가 단독 인터뷰 (손석희 앵커 대담)
4월 3일, KBS 9시 뉴스
각종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차선아, 이효민 구호 활동가 인터뷰

유럽 난민, 이주민 지원 활동
시리아 대응 활동

6%

에볼라 대응 활동

7%

5.5%

8월 19일, 중앙일보
“사산아인 줄 알았던 아이가 자궁 안에서 내 손을 잡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선영 구호 활동가 인터뷰

네팔 지진 대응 활동 중 헬리콥터 사고

12월 16일, 경향신문

11%

“전염병 영양실조…치료 손길 못 미쳐 너무 힘들었다”
간호사 이영수 구호 활동가 인터뷰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외상 센터 폭격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활동 보고서 2015

12월 21일, KBS 아침마당

29%

이선영, 이효민 구호 활동가 출연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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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는 2012년에 문을 열고,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후원 개발, 그리고
구호 활동가 채용 및 파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역삼동 677-18)
조이타워 5층

전화번호

02-3703-3500

홈페이지

www.msf.or.kr

페이스북

facebook.com/msfkorea

트위터

@msfkorea

유튜브

youtube.com/msfkorea

카카오톡/스토리

@국경없는의사회

인스타그램

@msfkorea

일반문의

office@seoul.msf.org

채용문의

recruit@seoul.msf.org

언론홍보

press@seoul.msf.org

행사 및 대외협력

events@seoul.msf.org

후원문의

support@seoul.msf.org 또는 02-3703-3555

www.msf.or.kr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종이나
종교, 성별, 정치적 신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의료 지원을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사무소를 비롯해 29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보건 전문가, 로지스티션, 행정가들이 60개국
이상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