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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국경없는의사회의 2020년 활동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2020년은 50년 가까이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이어온 국경없는의사회에게도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 팀은 약 90개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위기 상황, 분쟁과 질병 유행에 대응했습니
다. 세계 곳곳의 인도적 위기는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국경없는의사회 팀과 환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한 예로, 예멘에
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덴 지역 내 두 곳뿐인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대규모 중증
환자 유입에 대응했는데, 환자를 위한 인공호흡기와 의료진용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한 경우
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은 분쟁과 피난, 빈곤으로 인한 기존의 의료 문제를 더
욱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에도 전쟁과 자연 재해는 계속됐고, 의료서
비스에서 소외되어 말라리아, 영양실조 및 기타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시에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각국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차드와 같은
국가에서 대규모 홍역 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가능한 한 치료를 제공하
며 대량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예방접종 캠페인은 많은 경우 코로
나19로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보고서는 한국에서 모금된 후원금이 사용된 국가의 활동 내용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활동에 대한 전체 보고서는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웹사이트(ms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그 영향으로 전 세계가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가 계속해서 취약하고 소외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지원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한 4만여 명의 구호활동가와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님
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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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아동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Anna Pantelia/MSF

이 보고서는 2020년 1~12월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활동과
한국의 후원금이 사용된 6개국(남수단, 레바논, 미얀마, 예멘,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경없는의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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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돌아보며

2020년 10월 남수단 피보르(Pibor)에서 발생한 홍수로 집을 잃은 한 여성이 보수에 사용할 나뭇가지를 나르고 있다. © Tetiana Gaviuk/MSF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인구가 유례없는 수준의 질병과 상실, 두려움과 고립을 경험한 힘겨운 한 해였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많은 국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활동하지 않던 국가에서도 분쟁, 피난, 빈곤이 야기
한 기존의 보건의료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약 90개국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긴급 위기 상황과 코로나19로 더욱 복잡해진 형태의 폭력과 질병 유행에 대응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및 이차적 영향 대응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했지만, 이미 여러 인도적 위기가 존재하는 지
역에서는 보다 긴급한 보건의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이 제한되어 말라리아나 영양실조,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
서 발생했습니다. 예방접종 캠페인은 중단되었고, 이동 제한 조치로 인
해 환자들이 진료소에 오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코
로나19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고 각국의 의
료 시스템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다른 질
병으로 인한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 예
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프로토콜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치료 제공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HIV, C형 간염, 결핵 프로그램을 유지하
는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나아가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라크 모술(Mosul)에서는 코로나19로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자 나블루스
(Nablus) 산과병원의 환자 수용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
서는 코로나19로 활동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운영하던 피부 리슈마니아증 치료 프로그램은 대기상태로 전환되었고 많
은 직원의 건강이 악화하며 2주간 산과병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홍콩의 취약계층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2~3월, 여러 국가의 국경과 공항이 폐
쇄되며 프로젝트를 위한 물자와 인력의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연초에
는 개인보호장비 부족으로 직원 및 환자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평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아이티, 남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등에서 중증 코로나19 환
자를 치료했고, 예멘 아덴(Aden)에서는 두 곳의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운
영하며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의료진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 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대규모 유입에 대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례적으로 고소득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진
행했는데, 그중에는 최초로 활동을 개시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고령자, 노
숙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한 유럽과 미국에
서는 정부의 대응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는 스페인과 벨기에, 미국에서 요양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 생활
시설에서도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노동자 숙소에
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94%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탈
리아, 스위스,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노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에 관
해 새롭게 축적되는 지식에 기반하여 계속해서 대응 활동을 조정해갔습

니다. 전화나 온라인 진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요양원 직원에
게는 3D 시뮬레이션 등 혁신 기술을 통해 감염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환
자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티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의 화
상 치료센터, 이라크 모술과 레바논 바르 엘리아스(Bar Elias)의 외과 병
동을 코로나19 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시설을 새롭게 활용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불공정한 의료 접근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
다.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을 통해 제약회
사에 코로나19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지 않을 것과 각국 정부에 특허 독점을
막아 저렴한 코로나19 의료 도구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난민 및 이주민 지원
코로나19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다른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
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이주민을 처벌하고 이
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기본 사회 서비스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남수단 벤
티우(Bentiu)와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난민 캠프에서
는 거주민의 이동 제한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레스보스
(Lesbos)에 발이 묶인 이주민들을 위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코로나19 격
리센터를 도시계획 관련 이유를 들어 폐쇄시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
서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부터 의료시스템이 더욱 취약한 중
앙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방됨에 따라, 5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과 멕시코 당국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
사회는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 활동을 가능한 한 지속했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의 수색구조선 오션바이킹(Ocean Viking)호와 시워치4(SeaWatch 4)호로 리비아를 탈출해 지중해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구조했습
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정부기구의 수색·구조 활동은 계속해서 이탈
리아 당국의 방해를 받았는데, 당국이 비정부기구 구조선을 사소한 행정
적 문제로 억류하면서 지중해에서 진행되던 대부분의 수색·구조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워치4호도 9월부터 약 6개월간 억류되었습니다.
유럽 당국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
다. 그 결과 파리에 있는 난민 캠프가 정기적으로 철거되었고, 발칸 반도
에서는 난민 추방과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20년 9월 그리
스 모리아(Moria) 난민 캠프에서는 극심한 구금 조치와 끔찍한 생활 환경
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캠프가 전소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각
지역에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분쟁지역 의료지원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예멘 타이즈(Taiz)와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콩고민주공화
국 피지(Fizi), 카메룬 북서부 지역에서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해
야 했습니다. 5월 12일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의 다쉬트-에-바르치
(Dasht-e-Barchi) 병원의 산과 병동이 공격을 받아 산모 16명과 국경
없는의사회 조산사가 사망하여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지
역에 필수적인 산과 및 신생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
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북키부(North Kivu) 및 남키
부(South Kivu), 북동부 이투리(Ituri) 지역의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실향민
지원을 지속했는데, 지난 한 해 이 지역에서도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모잠비크 카부델가두(Cabo Delgado)에서는 분쟁이 지속되며 수천 명
이 피난했지만,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사회 간 충돌이 급증한 남수단 그레이터 피보르(Greater Pibor)에
이동진료팀을 파견하여 숲속으로 피신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외상
치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사헬 지대에서도 불안정과 폭력
이 지속되며 대규모의 실향민이 발생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최선을 다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0월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필요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을 제공했
으며, 12월에는 정기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에티오피
아 총리가 티그라이(Tigray) 북부 지역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에 대한 군사 작전을 명령하면서 이 지역에
서는 여려 차례의 무력 충돌로 인해 주민 수십만 명이 티그라이 전역과
인접국인 수단으로 피난하여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
회는 국경 양측에서 실향민과 수용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식량, 식수·위
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연재해 및 질병 대응
최근 몇 년간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 변화가 야기한 긴급 상황에 대응했
습니다. 니제르 니아메(Niamey)에서는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며 말
라리아 환자가 증가했으며, 농작물이 파괴되어 영양실조 환자 또한 증가
해 이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사헬 지대 전역에 걸쳐 목
축업자와 농부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불공정한 배분이 발생하며 자원
을 둘러싼 경쟁과 분쟁을 야기했고, 이는 폭력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이어
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자연재해와 질병
유행에도 대응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했고,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의 홍수 피해 지역과 온두라스
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부룬디, 기니 등 여러 국
가에서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고 케냐와 에티오피아, 모
잠비크, 예멘에서 콜레라 및 급성 설사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콩고민주공
화국에서 2년 반 동안 연속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2020년 11월 종식되었
지만, 그간 누적 에볼라 사망자는 2,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경없는의
사회는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고, 세 차례의 유행을 통제하는 데 지역 당
국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홍역 유행이 2020년까지 이어지며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말리와
남수단에서도 수천 명의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는 가능한 곳에서 치료를 제공하고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했습
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캠페인은 다른 정기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
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1년에도 인종, 지역,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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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벨기에
독일

프랑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
이탈리아

그리스

리비아

멕시코

모리타니

아이티
엘살바도르

말리

니제르

온두라스

차드

니카라과

기니비사우

부르카나파소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
라이베리아
부아르

베네수엘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

기니

콜롬비아

카메룬

중앙아프리
공화국

콩고민

앙골라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
공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동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레바논,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스크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영국,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홍콩

현장 활동 지역 분포

활동 지역 환경

중동

기타

무력 분쟁 지역

17%

1%

31%

아시아 / 태평양

13%

현장 활동
지역 분포 비율

아메리카
대륙

9%

유럽

아프리카

5%

55%

내부 불안정
지역

20%

상황 조사나 소규모 원격 지원 활동만 진행한 국가 및 지역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쟁 이후
지역

3%
활동 지역
환경 비율
안정된 지역

46%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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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비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스

터키

레바논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예멘

수단

필리핀

캄보디아

리카
국

에티오피아

남수단

나우루

말레이시아

소말리아
우간다

민주공화국

케냐

인도네시아

부룬디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공화국

국경없는의사회 인력
국경없는의사회 인력은 전일제 환산(FTE, Full Time Equivalent)에 해당하는 수치로 표시됩니다.
전일제 환산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 직원을 전일제 환산 1명(1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소 직원

현지 직원

의료인

비의료인

9%

83%

26%

51%
국제 구호활동가
총 파견 횟수(회)

전일제 환산 기준
총 인력(명)

국제
구호활동가

45,260

8%

5,992

의사

23%

인원(명)

비율

현장 인력

41,172

91%

현지 직원

37,763

83%

국제 구호활동가

3,409

8%

파견 횟수(회)

비율

비의료인

3,056

51%

의료인

1,550

26%

사무소 직원

4,088

9%

의사

총 인력

45,260

100%

총 파견 횟수

1,386

23%

5,992

100%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파견에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봉쇄 조치와 이동 제한이 시행되면서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활동가 파견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
습니다. 국제 항공편 운항이 대부분 장기간 중단되고 비자 발급도 제한되며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긴 자가격리 기간으로 활동 기간에 제약
이 생겨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구호활동가 파견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대
응 방안을 마련하며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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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외래환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진료

코로나19 외래환자 진료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9,904,200 회

112,000 회

877,300 명

15,400 명

외과적 치료

정기 예방접종

마취하의 절개, 적출, 조직 촉진 및
봉합을 포함한 주요 외과적 처치 횟수

정기 예방 접종 횟수

117,600 회

3,013,100 회

응급실 입원

출산

응급실 입원 환자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지원

1,026,900 명

306,800 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정신건강

1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1차 치료 실패)

63,500 명

13,800 명

정신건강 개인 상담

정신건강 집단 상담

349,500 회

101,000 회

임신중절

영양실조

임신중절 관련 부작용이나 합병
증으로 치료받은 여성 및 여아

안전한 임신중절 치료를
요청한 여성 및 여아

입원환자 치료식 프로그램에
입원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

외래환자 급식 프로그램의
영양실조 아동

14,700 명

30,100 명

64,300 명

161,400 명

한눈에 보는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2020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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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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f.org)에 반영됩니다.

결핵
1차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13,800 명

2,100 명

말라리아

홍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환자

홍역 발병에 대응해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2,690,600 명

1,008,500 명

당뇨

콜레라

뇌수막염

당뇨 환자 진료

콜레라 치료를 받은 환자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환자

79,300 회

8,300 명

6,370 명

출혈열

C형 간염

성폭력 피해자 치료

에볼라를 포함한 출혈열로 치료를 받은 환자

C형 간염 치료를 시작한 환자

성폭력 피해로 의료적 치료를 받은 환자

1,030 명

6,230 명

29,300 명

사교상

흑열병

수면병

뱀에 물려 치료를 받은 환자

흑열병(Kala Azar) 치료를 받은 환자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를 받은 환자

6,280 명

1,150 명

38 명

구호품 보급

물 보급

황열

구호품 지원을 받은 가정

식수 부족 지역에 보급한 물

황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395,000 가구

1,160,000,000 리터

1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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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주제 보고 ]

국경없는의사회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약제내성 결핵 환자인 펜두카 음찰리(Phenduka Mtshali)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다. © Tadeu Andre/MSF

2020년 초, 신종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하고 감염률과 입원율이 반복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크게 과부하됐고, 일부는 붕괴될 위험에 놓였
습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약 90개국에서 활동했는데, 이중 약
70개국에서 기존 프로젝트와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포함한 300개 이상
의 프로젝트를 통해 긴급 대응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저자원 국가뿐 아니라 일부 고자원 국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응했으며, 접근성이 저하된 위기 및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의료
적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 및 의료 장비가 부족해지고
물자 수송 네트워크에도 지장이 생겨, 치료가 절실한 전 세계 환자를 지원하
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아야 했고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했던 순간도 있
었습니다.

보건시설 지원 및 의료종사자 보호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약 780개 의료시설과 983개 장기 치료 요양
원에서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전문가가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 동선을 설정하고 환자 분류 구역을 운영했으며, 손을 씻

을 수 있는 세수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의료종사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320만여 개를 보급했습니다.
나아가 40% 이상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에서는 환자 및 가족뿐 아니라
현장 의료종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됐습니다.
팬데믹 초기,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콕
스바자르(Cox’s Bazar)에 위치한 대규모 난민 캠프 내 보건소 10곳에
격리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봉쇄로 난민 캠프 접근성이 제한되었지만,
3~12월 사이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에서 약 2만 3000회에 이르
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외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증진팀은
26만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정보 전달 가정방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약 29만 개의 마스크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배급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HIV나 결핵과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에쇼웨(Eshowe)에
위치한 13곳의 의료시설에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안정적 환자를 위해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약품 수령 지점의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
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과 사회적 낙인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 보건당
국을 지원하여 여러 진료소 외부에 상담소와 환자 분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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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사나(Sana’a)의 알-쿠웨이트(Al-Kuwait) 병원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코로나19 치료
센터에서는 수백 명의 환자가 산소 실린더를 사용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Hareth Mohammed/MSF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Caracas) 페레즈
데 레온 II(Pérez de León II) 병원의 코로나19 병동 집중치료실
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Corentin Fohlen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알릭스 보머레어(Alix Bommelear)가 프랑
스 파리 북부의 이동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부분 의
료 접근성이 차단된 이주민이나 난민인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 © Corentin Fohlen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팀이 브라질 북부 테페(Tefé )의 한 은
행 앞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 Diego Baravelli

국경없는의사회와 지역 보건당국의 보건 인력이 보트를 타고 브라질 아마존의 미리니 호수
(Lake Mirini) 근방의 한 지역사회에 도착했다. 이동진료팀은 이 지역사회에서 정기 검사 및
백신 접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Diego Barav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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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위기 및 분쟁 상황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2020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한 156곳의 코로나19 전담 치
료센터 및 병원에 총 1만 5400명의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가 입원
했습니다. 이중 약 6,000명은 산소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분
쟁지역과 인도적 위기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
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한 보건 인력이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Kinshasa) 생조셉(Saint-Joseph) 병원 내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코로나19 병동의 고위험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Franck Ngonga/MSF

5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예멘에서는
약 2,0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중증 환자
였습니다. 아덴(Aden)과 사나(Sana’a)에 있는 3곳의 코로나19 치료센터
에서는 필수 의약품 및 호흡기, 의료용 산소 부족이 지속되어 인도적 지
원 목적의 전세기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위·중증 환자가 일
반 병동이나 임시 병동에서 치료받아야 했으며, 인공호흡 관리나 삽관 상
태의 복와위 자세(심각한 호흡곤란 환자를 엎드려 눕게 하는 것) 등의 집
중치료 방법은 현장에서 교육해야 할 만큼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
응이 대부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국제 활동가의 입국과 물자 반입이 차
단되며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5개의 지원 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1,400
명을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Caracas)는 3월
에서 12월 사이에 약 700명의 중증 환자가 입원하는 등 상황이 특히 심
각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문 인력과 의약품, 의료 장비가 부족하
여 양질의 치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하에 지원하던 병원 중 한 곳에
서 철수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이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고얄마라(Goyalmara) 여성·아동병원에서 신생아를 진료하고 있다. © Franck Ngonga/MSF

특별 주제 보고

13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이 예멘 아덴의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 Jacob Burns/MSF

외곽 지역사회 및 취약 인구 지원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파견 및 물자 공급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사회 주민과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된 이주민 및 난민
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의료 장비가 부족해지고 수송 네트워크에 큰 지장이
생기며 국경없는의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직원 파견 및 물자 보급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용 항공편의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2020년
상반기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은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대여하는 전세기
를 사용해 활동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2020년 4~12월 동안 약
4,000명의 국제 구호활동가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으로 파견됐는
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5월, 브라질 아마조나스(Amazonas)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
은 직후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 중심지를 해안 지역에서 아마존 강 유역
으로 옮겼습니다. 마나우스(Manaus)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테페
(Tefé) 지역의 병원을 지원한 후에는 강 상류를 따라 보트로 이동하며 소
규모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 마토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주에서는 당뇨병 및 고
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주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도왔습니다. 2020
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브라질 전역에서 12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8개의
집중치료실과 치료센터 등 약 60곳에 이르는 의료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3월부터 프랑스 파리 및 인근 지역에서 긴급 대피소
나 임시 캠프의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과 노숙
자를 위한 이동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동진료소와 2개의 코로나
19 전담 치료센터에서 2,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했습니
다. 10월 초 국경없는의사회가 임시 거처, 식량 배급소 및 노동자 숙소에
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되는 과밀집된 생활 환
경과 공유 시설로 인해 최대 94%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공급 센터에서는 2월 말부터 연말까지 개인보호장비, 의
료기기, 의약품, 검사 재료 및 특수 실험기기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약 1억 2,500만 개를 수송했습니다. 대부분 물자는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남수단, 방글라데시 및 아프가니스탄 등 현지
물자 조달 방안이 제한적인 인도적 위기 및 분쟁 지역으로 운송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이미 의료 물자 수입이 어려웠던 시리아, 예
멘,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제한 및 봉쇄 조치로
더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
상치보다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설치한 치료센터의 수
용력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고, 국경없는의사회는 해당 시설들을 지역
보건당국에 인계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개인보호장비는 필요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재분배하고, 협력 기관에 기부하거나 추후 대응 활동을
위해 각 의료 시설에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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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활동 개요

프로젝트

보건시설

보호장비 제공 및
보건증진 활동

기타 지원 시설

302 개

778 개

983 개

3,210,000 개

코로나19
관련 프로젝트

코로나19 기술·교육 및 물자
지원을 제공한 보건시설

요양원 지원

코로나19 보호장비,
마스크 및 위생 키트 보급

70 개

156 개

221 개

301,000 회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을
진행한 보건시설

이주민·난민·노숙자
보호소 및 거처 지원

보건소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보건증진 활동

40 %

4,360 개

376,000 회

정신건강 지원이 포함된
프로젝트 비율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설치 및 관리

지역사회 및 기타 시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보건증진 활동

감염 의심환자 및 확진자 진료

112,000 명

6,000 회

15,400 명

93,000 회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외래 진료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및 확진자 입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물자 공급 및 물류 관리
코로나19 대응 물자 공급 대상 상위 20개국(2020년 2~12월)
개인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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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연간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출 비용
물류 및 위생

8.9

2020년 활동 국가별 연간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출 비용

전문 서비스 1.6
커뮤니케이션 0.8
재무 비용 0.4

수단 3.7

브라질 4.06

베네수엘라 4.38

인력 40

사무

9.9

부르키나파소 4.51
이라크 5.09

이동 및
수송

남수단

10.5

5.87

117,800,000 유로

총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59
벨기에 3.28
레바논 3.23
멕시코 2.88
니제르 2.87
시리아 2.79
아프가니스탄 2.58
아이티 2.47
말리 2.15
나이지리아 2.06

117,800,000 유로

프랑스 2.04

총

방글라데시

5.95

기타

콩고민주공화국

37.72

7.59

의료 및
영양 활동

교육 및
현지 지원

42.2

예멘 8.99

3.5

(단위 : 100만 유로)

직원 파견 및 인력 관리
국제 구호활동가 파견 – 2020년 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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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다쉬트-에-바르치
산과 병동 공격
2020년 5월 12일,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의
다쉬트-에-바르치(Dasht-e-Barchi) 산과 병동에 무장단체의 공격이 발생해
산모 16명,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 1명, 아동 2명 등 총 24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
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활동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과
및 신생아 병동이 폐쇄되면서 산모·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아프가니스탄
의 필수 의료서비스가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경없
는의사회는 다쉬트-에-바르치 병원에서 1만 6000회의 출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국경없는의사회 최대 규모의 모성 보건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아퀼라(Aquila)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의 증언
“2003~2004년 바미안(Bamyan)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일
했습니다. 그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일시 중단한 후에
도 저는 계속 보건 분야에 종사했어요. 2014년 11월, 국경없는의사회가 다
쉬트-에-바르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다시 조산사로 합류했고, 이후 입
원실과 분만대기실, 분만실에서 조산사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에
는 공격이 발생한 당일까지 조산사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다쉬트-에-바르
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이곳 주민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하자라
(Hazara)족인데, 아프가니스탄 최빈곤층에 속합니다.
분만대기실, 분만실, 산후회복실, 신생아실, 혈액 은행, 진단검사실, 수술실
을 갖춘 산과 병동에서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고, 보
건교육 및 가족계획도 지원했습니다. 인종과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고, 환자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이 출산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아오곤 했죠. 합병증을 동반한 분만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일일 45~50
회의 출산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5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
나19 의심환자 파악을 담당하는 직원을 감독하는 등 다른 병동도 지원하
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증상을 보이면 격리실로 이송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공격이 일어난 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고,
저는 하루 일과를 생각하며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에 야간 보고서
를 가져오려고 정문 쪽으로 갔는데, 등록대장이 없어서 새것을 가져오려고
사무실로 가던 중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들리는 소
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총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죠. 당황한 채로 동료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경보가 울렸고 모두 대피
실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가 대피실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서야 문

아프가니스탄 다쉬트-에-바르치 병원 산과 병동 산후조리실. © Sandra Calligaro

을 닫았습니다. 총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직원
도 대부분 여성인 데다가 환자도 산모와 신생아뿐인데, 이 병원이 왜 공격
대상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은 오전 9시 50분경 시작되어
약 4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피실에 5시간 동안 숨어 있었
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가족과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겠구나….’ 환자와
동료 생각도 났습니다. 진통을 겪던 산모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무
고한 아이들…. 매일 병원 곳곳을 돌며 일하던 제 머릿속엔 분만실부터 분
만대기실까지 환자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격이 끝난
이후, 동료 조산사 마리암(Maryam)과 여러 신생아와 산모가 목숨을 잃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상당한 직원과 환자, 보호자도 여럿 있었습
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고 마음
이 아픕니다.
이 병원을 떠나야 했던 국경없는의사회의 결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활동 중단이란 결정에 대해 제가 재단할 순
없지만 많은 임산부와 산모를 치료하던 활동이 중단되면 다쉬트-에-바르
치 인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며 현
지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역의 구직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는데, 운영이 중
단되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날은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 주제 보고

아만 카이한(Aman Kayhan)
국경없는의사회 카불 프로젝트 부책임자의 증언
“저는 다쉬트-에-바르치에 살고 있고, 2017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와 함
께 일했습니다. 다쉬트-에-바르치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의
서쪽에 위치한 인구 약 150만 명의 지역으로, 공공 서비스, 특히 의료서비
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공격이 발생한 병원은 이 지역의 유일한 공공
의료시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립 병원이 늘었지만, 주민 대부분은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있을 때는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격 이후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다시 저하됐습
니다. 2020년 6월 25일 다쉬트-에-바르치 병원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지
원 없이 운영을 재개했지만,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모든 환자의 필요
를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이상 합병증 환자를 받지 않으며, 치료의 질
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다쉬트-에-바르치 지역에 대한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더
욱 극심해지며 치안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슬람국가
는 사람이 모여 있는 교육기관과 종교시설, 예식장을 공격했습니다. 남은
곳은 다쉬트-에-바르치 병원뿐이었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공격 대상이 되
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저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슬람국가의 핵심 구성원 2명이 체포되
면서 카불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전 9
시 50분쯤 사무실에서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총성이 들렸습
니다. 처음에는 강도와 경찰의 총격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병원 경보가
울렸고, 우리는 대피실로 달려갔습니다. 일단 바로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찰팀을 파견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순찰팀만으
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대피실이 하나둘씩 폭파되고 있고, 곧 우리 차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우리는 보안군에 의해 구출됐습니
다. 5시간 동안 느낀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스
럽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됐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쉬트-에바르치 산과 병동 공격 외에도, 2020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과 지역사회
간 폭력에 희생된 국경없는의사회 환자와 직원이 있었습니다. 부상자도 발
생했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지원도 위태로워졌습니다.”

2019년 12월 다쉬트-에-바르치 병원에서 태어난 파야즈(Fayaz). © Sandra Calligaro

17

1월에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예멘 남서부의 알-타우라(Al-Thawra) 국경
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이 일어나며 여러 환자가 사망
했습니다. 2018년부터 알 타우라 병원의 직원과 환자는 40건 이상의 폭
력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달 후, 카메룬 남서부 무유카(Muyuka)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로고가 뚜렷하게 표시된 구급차에 무장 세력이 총격을 가
하면서 간호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 및 감독하던 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가 사망했습니다. 5월에 남수단에서는 지역사회 간 극심한 폭
력으로 현지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게 되면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종글레이(Jonglei)주 피에리(Pieri)에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
니다. 6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을 포함해 수천여 명이 안전한 곳을 찾아 숲
으로 피신하며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 피보르(Pibor) 지역에서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수단 다르푸르(Darfur) 중부의 수단 보안군 2개 분대가 무장
한 채 로케로(Rokero) 마을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시설에 강
제 침입하며 간호사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월,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South Kivu) 피지(Fizi) 구역에 위치한 킴비
(Kimbi)와 바라카(Baraka)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의료지원을 대
부분 중단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 국경없는의사회 직
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며 피지 구역의 직원 대부분이 철
수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와카(Ouaka)의 그리마
리(Grimari)시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중 한 명이 대중교통에서 총
격을 당해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국경없는의사
회가 활동하는 많은 지역에서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을 향한 공격은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쉬트-에-바르치 산과 병동 공격의 희생자,
조산사 미리암과 환자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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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BY COUNTRY
2020

국가별 활동

남수단
레바논
미얀마
예멘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이 보고서의 국가별 활동은 한국에서 모금된
후원금이 사용된 국가의 활동 내용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국가별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웹사이트(msf.org)에 게재된 국제 활동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시에라리온 케네마(Kenema) 병원의 소아 병동에 입원한 18개월 여아 아닐(Anile)을 진찰하고 있다. © Vincenzo Livieri/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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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udan

남수단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2년이 지나고 통합 정부도 구성되었지만,
남수단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2020년 한 해 남수단은 계속해서 악화하는 폭력, 코로나19, 극심한 홍수
와 식량 부족 등 여러 긴급 위기상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가 남수단 총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750만 명
에 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에서 진행하는 16개 프로젝트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긴급한 의료적·인
도적 필요에 대응했습니다.

남수단 벤티우(Bentiu) 국내실향민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입구.
병원을 방문하는 캠프 거주민은 환자 분류 과정을 거친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Lauren King/MSF

지속된 폭력과 분쟁

남수단 전역에 영향을 미친 대홍수

2020년 남수단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반복해서 발생했고, 일부는 수개월
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월에서 10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의 남수단 현
지 직원 한 명을 포함해 2000여 명이 사망(출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
정국)했고, 수만 명이 실향했습니다.

2년 연속 남수단 전역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 대홍수로 1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집과 보건 시설이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식량
이나 식수, 거처가 부족해졌습니다.

피에리(Pieri), 랑키엔(Lankien), 피보르(Pibor)에서 활동한 국경없는의
사회 팀은 종글레이(Jonglei)주와 그레이터 피보르 행정구역(Greater
Pibor Administrative Area)에 대규모로 유입된 환자를 위한 응급 치료
를 제공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총상이나 자상 환자였습니다. 피에리와
랑키엔의 중증 환자는 수술을 위해 항공편으로 벤티우(Bentiu)의 민간인
보호구역(PoC)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피보르
에 위치한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주둔지 인근에서 생활하는 수천
명의 난민을 위해 식수 및 위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2020년 5월 발생한 극심한 무력 충돌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이틀간
피에리에서의 의료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6월에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대부분이 외딴 숲으로 피신하며 활동을 중단했으며, 8월 폭력이 다
시 발발함에 따라 긴급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12월에는 의료지원 활동을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긴급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피보르, 올드 판각(Old Fangak), 리어(Leer)에서
대규모 필요에 대응해 이동진료소, 병원, 진료소를 통해 긴급 의료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어퍼나일(Upper Nile)주에서는 긴급 진료소를 설치해
말라칼(Malakal)에서 배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카날(Canal)과 코
르 울루스(Khor Ulus) 마을 주민을 치료했고, 울랑 소밧(Ulang Sobat)
지역에서도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레이터 피보르에서는 영
양실조가 심각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피보르 마을에서 이동진료소
와 영양실조 치료식 입원센터를 운영해 영양실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
대했습니다. 홍수로 우물이 오염된 지역에 하루 6만 리터의 식수를 보급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말라리아, 호흡기 감염, 급성 설사 환자 등 수
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말라칼과 민간인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홍역 예
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수천 명에 이르는 실향민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비닐시트, 모기장, 비누 등의 구호품을 보급
했습니다.

국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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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여성·아동 의료지원

2020년 초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미 심각한 남수단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기존 프로젝트에 코로나19 예
방 조치와 신규 활동을 통합했고, 수도 주바(Juba) 및 말라칼 대학병원에
서 코로나19 전담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약 130만 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아웨일(Aweil) 주립병
원에서 소아과 및 산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0월 국경없는의사
회는 남수단 보건부의 계절성 말라리아 유행 대응을 지원해 병원 및 종합 보
건의료 센터에서 신속 진단 검사와 약물치료 및 환자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주바에서는 남수단의 주요 검사 시설인 국립 공중보건연구소와 대학병원
등 각 보건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
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를 교육하고 물자를 지원했으며, 보건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공공장소에 손씻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베이(Abyei) 특별 행정 구역
수단과 남수단 사이의 분쟁 지역인 아베이에서는 아곡(Agok)에 위치한
180병상 규모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통해 수술 및 신생아·소아과 진
료를 제공하고 뱀독 및 HIV, 결핵, 말라리아, 당뇨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난민과 국내실향민
7월 유엔 남수단 임무단은 남수단 내 다섯 개의 민간인보호구역을 남수
단 정부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
원이 위치한 벤티우와 말라칼의 민간인보호구역에서는 인계 절차가 시작
되지 않았으나, 벤티우의 환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유엔 임무단 철수
후 지역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벤티우와 말라칼의 민간인보호구역에서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설사, E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트라코
마(결막질환), 피부 감염증 등의 질병 치료를 지속했고, 식수·위생 개선
을 촉구했습니다.
예이(Yei)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대규모 실향민에 대응해 보건증진팀과 이
동진료팀이 구호품을 배급하고 종합적 진료, 예방접종 및 심리사회적 지
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예이 주립병원의 소아과 병동을 지원하고 잔수
크(Jansuk)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
공했습니다. 도로(Doro)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와 어퍼나일주
분즈(Bunj)의 병원에서는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
종, 말라리아 및 영양실조 치료, 성·젠더 폭력 피해자 치료, 출산 지원 등
의 의료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2020년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 서에콰토리아(Western Equatoria)
주 얌비오(Yambio)에서 14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그동
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외곽 지역의 취약아동을 대
상으로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 예방요법을 실시하고, 지역 병원을 지원하
며, 소집 해제된 소년병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남수단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1983 년

77,797,612 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3,555 명(FTE)

2,750,599,333 원

주요 의료 통계

2020년 9월 7일, 남수단 그레이터 피보르
행정구역 피보르 마을의 국경없는의사회
입원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Tetiana Gaviuk/MSF

외래환자 진료

688,000 회

말라리아 환자 치료

195,300 명

입원 치료

54,300 명

출산 지원

13,400 회

외과 수술

5,100 회

의도적 신체 폭력 치료

2,340 명

입원 치료식 센터 아동 환자

2,050 명

홍역 환자 치료

1,460 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

820 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20 활동보고서

레바논

22

Lebanon

1년간 지속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미 취약했던 레바논의 의료시스템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베이루트(Beirut)에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200
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거주지와 상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수천 명이 치
료를 받고 실종된 가족을 찾고자 거리로 몰리며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위생 키트를 보급
하며, 식수 탱크를 설치하여 피해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9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레바논의 의료시스템이 과부하되었고, 일
련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베카 밸리(Bekaa Valley)
의 병원을 코로나19 시설로 전환했고, 레바논 남부 시블린(Siblin)에 있
는 격리센터를 지원했습니다. 자흘레(Zahle)의 엘리아스 하라위(Elias
Haraoui) 병원에서는 환자 분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응급실 활
동을 조정하고 확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여러 지역에서 코
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보건증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다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
도록 하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있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020
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여 레바논 내 100
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등 의료적·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인구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베이루트 남부와
아르살(Arsal)에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제공하고 모성 보건센터를 운영
했으며, 유전 혈액질환인 지중해 빈혈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과 치료 등
종합적 집중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정신건강 지원과 비감염성 질
환 치료도 제공했습니다.

아르살(Arsal)의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 대기실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Karine Pierre/Hans Lucas for MSF

2020년 레바논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1976 년

31,251,323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627명(FTE)

2,750,599,333 원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레바논 베이루트(Beirut)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지 3주 후, 국경없는의사회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최취약계층 인구의 필요에 대응했다. © Mohamad Cheblak/MSF

정신건강 개인 상담

152,900 회
11,600 회

입원 치료

9,430 명

출산 지원

4,610 회

국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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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외딴 지역사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인종 간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구를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양곤의 타케타(Thaketa) 진료소에서 환자들에게
HIV/결핵 동시감염에 관한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MSF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이 라카인(Rakhine) 주의 아 나욱 예(Ah Nauk Ye) 캠프에
일일 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캠프로 진입하는 중이다. © Scott Hamilton/MSF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라카인(Rakhine) 및 샨(Shan)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역 접근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인구를 대상으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 북부의 므락우
(Mrauk-U) 등 라카인(Rakhine) 여러 지역에 이동진료팀을 배치하여 국
내실향민을 위한 종합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립 병원에 의료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격
리시설 관리를 지원했으며 시설 직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했습니다.

HIV와 C형 간염
6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 양곤(Yangon)의 HIV 양성 환자 관리를
국가 에이즈 프로그램으로 인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며 일부 환자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어려워지기
도 했지만 샨(Shan)주에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능한 한 약물치료를 지
속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2월 말 카친(Kachin) 주 바
모(Bhamo)의 HIV 진료소를 폐쇄했습니다.
타닌타리(Tanintharyi) 지역의 다웨이(Dawei)에서는 계속해서 이주노동
자, 어민, 성 노동자 등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결핵·C형 간염 동시감염
환자 등 HIV 환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외딴 지역의 환자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
젝트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상담 전문가가 양곤의 국경없는의사회 타케타 진료소에서
HIV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Lwyn Phyu Phyu Kyaw/MSF

외딴 지역사회와 도시지역 의료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부터 사가잉(Sagaing) 지역의 나가(Naga) 자
치구에서 일반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치
료 모델을 개발하고, 라헤(Lahe) 지역의 지역사회 의료종사자 네트워크
를 강화했으며, 환자 이송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7월 국경없는의사
회는 지난 2년간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온 ‘메디컬 액션 미얀마(Medical
Action Myanmar)’에 해당 활동을 인계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계
속해서 다웨이 보건당국을 지원하며 계절성 뎅기열 유행에 대응했습니다.

2020년 미얀마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1992 년

12,763,564 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972 명(FTE)

20,000,000 원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58,100 회

1차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9,670 회

C형 간염 치료

1,540 명

결핵 치료

33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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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en

2020년 예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전쟁이 5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여러 위기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예멘의 알 사훌(Al-Sahul) 코로나19 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의료용 산소 실린더를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있다. © Majd Aljunaid/MSF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예멘 내 분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
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며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됐습니다.
예멘 지역정부가 구호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도 제약이 생겼고,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향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
습니다. 포격이나 공습, 총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12곳의 병원 및 보건소 운영을
지속했고 13개 행정구역에 걸쳐 13곳의 병원 및 보건소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예멘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1986 년

76,301,529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2,621명(FTE)

1,833,732,888 원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250,300 회

입원 치료

84,600 명

외과 수술

26,600 회

출산 지원

23,400 회

코로나19 입원 환자

1,950 명

콜레라 치료

1,410 명

홍역 치료

160 명

코로나19 대응
팬데믹 초기부터 코로나19가 예멘에 미칠 영향이 극심할 가능성은 명백
했습니다. 이미 분쟁으로 국가가 분열된 데 더해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빈곤이 극심한 예멘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일손을 놓고 집에 머무는 것
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역사회
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연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즉시 예멘 보건당국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대도
시인 아덴(Aden)의 알-아말(Al-Amal) 병원과 사나(Sana’a)의 알쿠웨이트(Al-Kuwait) 병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브(Ibb), 하이단
(Haydan), 카미르(Khamir)에 소규모 치료센터를 개소했고, 아브스(Abs)
와 하자(Hajjah)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했습니다. 5월에는 알-아
말 병원 운영을 인계받았으며, 6월에는 아덴에 위치한 알-감후리아(AlGamhuria) 병원과 사나의 셰이크 자이드(Sheikh Zayed) 병원에 치료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국경없는
의사회의 모든 정기 프로젝트에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예멘의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20년 4월
10일이었으나 이전부터 확진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국적으
로 코로나19 검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더해 안사르 알라(Ansar
Allah)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보건당국이 검사 결과 통계를 공개하지 않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은 심각
했습니다. 4월 말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5월에는 아덴을 비롯한 예멘 전
역에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예멘은 심각한 보건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고, 주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병원에 온 시점이 너무 늦어서 생명을 구할 수 없었던
환자도 많았습니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과 보건 시설도 많았는데, 직원
이 감염을 두려워했고 개인보호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예멘 주민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
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여름에 접어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
고, 국경없는의사회는 9월 모든 주요 활동을 지역 보건당국에 인계했습
니다. 그러나 국경없는의사회는 2차 확산에 대비해 교육 및 기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국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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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기 대응
극심한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습과 최전선의 교전은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멘 전역에서 부상자
에게 외과적 치료를 제공했고, 사다(Sa’ada) 북부 하이단에 수술실을 신
설했습니다.
타이즈(Taiz), 호데이다(Hodeidah), 모카(Mocha)에서 활동한 국경없는
의사회 팀 또한 지역에서 분쟁이 급증하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를 받았
습니다. 분쟁이 활발한 마리브(Marib)에서는 예멘 주민과 이주민, 소외계
층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이동진료소 설치를 위해 예멘 아브스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알 마타인(Al Matayn) 지역에 도착했다.
© Pau Miranda/MSF

산모 및 신생아 치료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아
브스 병원과 타이즈 호우반(Taiz Houban)의 모성·아동병원을 지원했으
며, 특히 아브스 병원에서는 한 달에 1,000회 이상의 출산을 지원했습니
다. 호데이다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뱀독이나 말라리아, 뎅기열 환자가 치
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자주 아브스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로 입
원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이단과 카미르에 있는 국경
없는의사회 병원에서도 영양실조의 계절적 급증 시기 환자 수가 일반적
인 수준에 비해 높았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증가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예
멘에서는 식료품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높아졌고, 국제 원조 단
체의 지원을 받았던 일부 의료 시설은 구호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운영 규
모를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동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영양
실조를 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
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급성 영양실조로 인해 아드 다히 지역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7개월 영아 샤키르(Shakir)를 진찰하고 있다. © Majd Aljunaid/MSF

심한 화상을 입은 3세 아동 아이만(Aiman)이 이브 행정구역에서 국
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종합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
다. © Majd Aljunaid/MSF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과 공격
안사르 알라과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내 인도주의 단체에 이동 제한 조
치를 내리면서, 필요 규모 조사와 이동진료소 배치 등의 활동이 어려워졌
습니다. 전문 직원 비자 발급과 물자 반입에 있어서의 행정적 어려움으로
지원 활동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9월 안사르 알라가 자체 통제 지역
의 유일한 공항인 사나 국제공항을 폐쇄하면서 직원 이동과 물자 수송이
더욱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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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q

지난 수년간의 분쟁과 불안정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라크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 담당자가 이라크 모술(Mosul) 서부의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나블루스(Nablus) 병원 산과 병동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보건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 Manhal Alkallak/MSF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전역의 여러 보건 긴급 상황에 대응했
습니다.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으로 발생한 수천 명의 실향민, 보안군과
의 무력 충돌로 부상당한 시위대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는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아직 회복 중에 있
는 이라크의 의료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긴급구호 대비 지원
2019년 말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2020년까지 계속되자 국경없는의사
회는 폭력 관련 부상자 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나자프(Najaf), 디카르
(Dhi Qar) 및 바스라(Basra)주에서 긴급 대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
자프(Najaf)의 세 개 지역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대규모 환자 유입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대량 사상자 대응계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시리야
(Nasiriyah)에서는 중상 치료 및 구급소생법을 중점으로 외상 치료 교육
을 제공하는 등 알-후세인(Al-Hussein) 병원 응급실을 지원했습니다.
바스라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보건부와 협력하여 구급대원을 위한
외상 관련 교육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긴급구호 대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이라크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2003 년

38,671,370 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1,076 명(FTE)

2,750,599,333 원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80,900 회

응급실 입원

69,100 회

정신건강 개인 상담

15,800 회

출산 지원

14,400 회

외과 수술

4,48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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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지난 몇 년간 피해를 입은 많은 의료시설이 아직 재건되거나 복구되지 않
아 기존의 수용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전문 의료진과 의약품도 부족해
이라크의 의료시스템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는 전망이 이내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존의 의료 활
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실향민 및 귀향민,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기존 프로젝
트를 통해 일반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19 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응급실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유지했습
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민간 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게 되
면서 모술 서부와 시누니(Sinuni)에서 활동하던 국경없는의사회 산과 및
소아과 팀은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수도 바그다드(Baghdad)에서는 이라크 보건
부가 운영하는 이븐 알-카티브(Ibn Al-Khateeb) 병원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이븐 알-카티브 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세 개 주요 병
원 중 하나로 지정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팀을 파견하여 의료진을 대상
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 예방 및 통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니네와에서는 카야라(Qayyarah)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통해 응급 및
집중치료, 화상 치료, 물리 치료와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했으며, 10월부
터는 모든 활동을 지역 공립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인계 과정에서는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품 및 기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카라야 난민 캠프
에서는 10월까지 일반 의료서비스, 모성 보건과 비감염성 질환 치료 및
후속조치를 제공했으며, 이후 다른 단체에 활동을 인계했습니다.

또한 바그다드의 알-킨디(Al-Kindi) 병원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등을 지
원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알-킨디 병원
내 집중치료 병상이 있는 호흡기 병동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는 24병상 규모의 자체 운영 병동을 열었고, 특수목적동에 위치한 36병
상 규모 병동으로 점차 이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니네와(Ninewa)주 모술(Mosul)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모술 동부에 위치한 64병상 규모의 수술 후 치료
시설을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확진자를 위한 치료 센터로 임시 전환해 사
용했습니다. 11월 중순 국경없는의사회는 알-살람(Al-Salam) 병원에 15병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키쿠르크 주의 하위자(Hawija)와 알-아바시(AlAbasi) 마을과 디얄라 주의 신실 알-무크다디야(Sinsil Al-Muqdadiya)
에서 종합 보건의료 센터를 통해 모성 및 성·생식 보건 서비스, 비감염성
질환 치료, 보건증진 및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키르쿠크의
라일란 캠프에서도 11월 캠프가 폐쇄되기 전까지 일반 의료서비스를 제
공했으며, 디얄라의 알완드(Alwand)와 신실 캠프에서는 8월 이라크 보건
부와 다른 단체에 활동을 인계하기 전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는 국가 결핵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약제내성 결

상 규모의 집중치료실을 추가 설치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핵을 위한 효과적인 신규 경구 치료제를 도입했습니다.

니네와, 에르빌(Erbil), 디얄라(Diyala), 키르쿠크(Kirkuk), 도훅(Dohuk)주
의 기타 시설에서는 감염 통제를 중점으로 교육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키르쿠
크의 라일란(Laylan) 실향민 캠프에 20병상 규모의 격리 병동과 치료 시
설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없는의사회는 바그다드 의료 재활 센터 활동을 일시 중
단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폭력이나 사고로 부상을 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
카이프를 사용하는 등 온라인으로 물리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해
환자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고, 연말에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이라크 모술 서부 나블루스 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검진하고 있다. 나블루스 병원 응급실은 일일 평균 약 100명의 환자를
받는다. ©Manhal Alkallak/Magnum Photos

바그다드에 위치한 알-킨디 병원의 중증 환자 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약물치료와 산소공급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020년 7월부터 인공호흡기 및 의약품 사용법과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등
호흡집중치료병동(RCU)을 지원했다. ©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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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의료시스템은 재정 부족으로
취약해지면서 의료적 필요가 급증했으며, 코로나19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했습니다.
2020년 무력 분쟁이 반복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이 발생했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콩고민주공화국의 26개 주 중 21개 주에서
인도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일반 및 전문 의
료서비스, 영양지원, 예방접종, 수술, 소아과 및 산과 치료, 성폭력 피해자
및 취약 인구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고, HIV/에이즈, 결핵,
콜레라 치료 및 예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한
해 동안 59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콩고민주공화
국 사상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과 동시에 발생한 두 번의 에볼라 유행에
도 대응했습니다.

세 살 엠비사(Mbisa)는 홍역으로 인한 열, 발진, 구강염을 앓고 있다. 아기는 결핵 증상도
있는데 영양실조 증상도 보이고 있다. 홍역으로 증상이 발현됐다. ©Caroline Thirion/MSF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14개의 프로젝트와 28개의
긴급 대응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로 가
장 큰 타격을 입은 수도 킨샤사(Kinshasa)에서 4~9월 생조셉(SaintJoseph) 병원을 지원해 환자 치료 등 긴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 심지어 폭력적 반응을 보이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열었습니
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정기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서
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조정했습니다. 말기 HIV/에이즈 및
결핵 치료를 전담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인 카빈다(Kabinda) 병
원에서는 총 2,093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홍역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콩고민주공화국
은 2018년 중반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8월 25일, 홍역 유행 종식이 선언된 이후에도 몬갈라
(Mongala), 에콰테르(Équateur), 북 우방기(North Ubangi) 및 산쿠루
(Sankuru)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합병증이 있는 홍역 환자를 치료
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0년 1~8월까지 홍역 환자는 70,652명,
사망자는 1,02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에볼라 대응

10월 27일 국경없는의사회 역학자 가스통(Gaston)이 에볼라 유행 초기 8명의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에콰테르 음반다카 르텅던수아(Le Temps d’un Soir) 보건소에서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비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호 및 감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했다. © Caroline Thirion/MSF

2020년 6월 25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10번째이자 국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에볼라 유행의 종식이 선언됐습니다. 당시 총 감염자는
3,470명, 사망자는 2,2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치료
및 이송 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에볼라 외 다른 환자에게도 치료를
제공하며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보건증진 정보를 배포하는 등
에볼라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6월 1일 에콰테르(Équateur) 지역에서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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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유행이 선언되었을 때에는 모든 대응 단체가 광범위한 확산과 접
근성 및 수용 문제, 지역사회 기반 의료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인해
더욱 분산된 대응과 충분한 물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
해 알고 있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
진료팀이 배치되는 등 분산 모델이 점차 시행됐습니다. 여러 단체가 협
력하여 최신 의료 도구를 사용하고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했으며 지역사
회 차원에서 임시 격리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에볼라 유행 종식이 선언된
11월 18일 기준 총 감염자는 118명, 사망자는 55명이었습니다. 사망률은
42.3%로 지난 유행 당시 사망률인 66%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2020
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199명의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성폭력 문제는 분쟁이 활발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지역 모두에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0
년 한 해 동안 카사이-센트럴(Kasai-Central), 이투리, 북키부, 남키부,
마니에마(Maniema), 오트 카탕가(Haut Katanga)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게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시설
에서 많은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으나 과소 보고로 인해 실제 성폭력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시설이나
지역사회 아웃리치 팀을 통해 의료 및 심리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절반 이
상은 무장 공격자에 의한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
력 분쟁, 인프라 부족, 약물, 낙인, 수치심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성폭
력 피해자가 치료받으러 오는 것을 막는 여러 장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66%가 폭행 발생 72시간 이내에 치
료를 받아 노출 후 예방 요법을 통해 HIV 감염을 막고, 응급 피임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개감염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파
상풍 및 B형 간염 예방접종, 신체적 부상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에서 국내실향민들이 구호품을 배급받았다. © Solen Mourlon/MSF

2020년 콩고민주공화국 활동
최초 활동 연도

프로그램 지출

1977년

113,798,717 유로

구호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원 후원금

3,064 명(FTE)

2,750,599,333 원

일반 및 전문 보건의료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수년간 분쟁이 이어진 이투리와 키부 지역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염병 유행
과 대규모 실향민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의료지원
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폭력이 고조되고 분쟁 피해 지
역에서 활동하는 팀에 영향을 미치면서 해당 지역의 활동이 축소되었고
환자에 대한 접근 또한 제한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10년 이상
활동해온 북키부의 마시시(Masisi) 지역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동진료소와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증진 활동, 구
급차 운영이 축소됐습니다. 남키부 피지(Fizi) 지역에서는 2020년에도 지
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거듭 일어났고, 국경없는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활동을 축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
사회는 환자와 직원이 직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 방식을 조정
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1,694,100 회

말라리아 치료

680,700 회

홍역 예방접종

567,800 회

입원 진료

136,800 회

외과 수술

11,900 회

성폭력 피해자 치료

9,740 회

의도적 신체 폭력 치료

4,410 명

콜레라 환자 치료

4,140 명

국경없는의사회가 직접 치료한
말기 HIV 감염 환자

140 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20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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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활동가 (외과의)
수단과 남수단의 경계에 위치한, 양쪽 모두에게 잊힌 지역의 유일한 2차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전 그 지역의 유일한 외과 의사로 매일 예
정된 수술이 5~7건씩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총알에 결국엔 다리
를 잘라야 했던 엄마와 7살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한 꼬마는 제
가 근무했던 3개월을 꼬박 입원했는데 마지막에는 보조기를 가지고 혼자
걷게 되어서 동료들과 함께 기뻐 울었습니다.
남수단 아곡(Agok)에서

신경수 활동가 (소아과의)
저의 임무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현지 의사를 포함한 현지 의료진들을 교
육하고, 위중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며, 소아 중환자실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죽어가는 어린 환자들을 지켜보
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처음 마이두구리에서는 마음고생도 심하고 하루하
루 적응이 힘들어 심한 체중 감소를 겪을 정도로 힘들었으나 우리 의료진
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사망률을 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얻게 되어 위안을
삼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마이두구리(Maiduguri, Borno state)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구호 현장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현장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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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활동가 (보건증진교육 매니저)
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로힝야 난민 캠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보건증진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매니저
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로힝야 난민들이 병원에 찾아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은 과거 미얀마
에서 로힝야족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증진교육 팀은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는 항상 환자들이 긴 줄을 이룰 정도로, 난민들은 국경없는의사회에 높
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에서

일리나 안젤로바(Ilina Angelova)
(난민 수색구조선 시워치4호 인도적 지원 담당자)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 활동의 첫 번째 목표는 바다에 버려진 사람들의 생
명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의 역할은 구조된 사람들을 돕고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자신
의 경험과 두려움을 공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워치4호에 승선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선 시워치4호에서

환자 막심(Maxime)과 보호자 이본(Yvonne)
아들 막심이 홍역 증상을 보여 국경없는의사회 구급차를 타고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원하는 보건지소로 데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을에서 홍역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홍역이 유행한 적이 있어서 홍
역의 증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구호 단체
나 병원, 의사가 없어 전통적인 치료법에 의존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의료
접근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됐습니다.
2020년 3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20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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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펀드레이저 Ι School Fundraiser

상해중학교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강동고등학교

마산제일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구례고등학교

영송여자고등학교

대전지족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

Shanghai High School
International Division (상해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일신여자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이란?
국경없는의사회의 스쿨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
동아리원들과 함께 교내 모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금한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미래 나눔의 리더가 되어보세요!

마산제일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소개 | msf.or.kr/school-fundraiser
문의 | 이메일 support@seoul.msf.org 전화 02-3703-3556

후원금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모
금가로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나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동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국내 후원 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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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원 소식 Ι Hospital Support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해주신
후원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경 없이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이 되어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국경없는의사회에
코로나19 긴급구호 지정후원금 전달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이란?

2020년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 6월 ‘KPGA 스킨스게임 2020’, 2020년 11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통해 후원금 총 8,9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대응긴
급구호 기금’으로 국경없는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국경없는의
사회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미씽맵(Missing Map)’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구호 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지도를 그리는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경 너머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후원해주신 하나금융그룹과 선수
들, 미씽맵 활동에 참여해주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더욱 안정적인 의료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병원’은 환자를 진찰,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춘 건물뿐 아니라 외딴 마을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소와 수
술실로 사용되는 텐트병원까지도 포함됩니다. 후원병원 프로그램은 한국
의 병원이 전 세계 소외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의료 구호활
동에 동참하며 ‘병원이 병원을 후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홍보에 도움 주신 의료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외과의사회

크리에이터 양쥐언니,
국경없는의사회에
모델료 기부

KBS교향악단, 기부콘서트
“헌정” 수익금 전액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

주식회사 ‘양쥐’의 대표이자 뷰티

KBS교향악단이 2020년 5월 개최된 특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양쥐언니

별 연주회의 수익금 전액을 국경없는의

(양지혜) 님께서 유한양행 키즈스

사회 코로나19 위기대응 긴급구호 후원

틱 홍보대사 모델료 3,000만원을

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셨습니

받는 국경 너머의 의료진과 환자에게 공

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구호

감해주시고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따뜻한

KBS교향악단 단원과 임직원 여러분, 그

나눔을 실천해주신 양쥐언니 님께

리고 공연에 찾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매월 30만원 이상 정기후원 또는 연 300만원 이상 일시후원에
한해 후원병원 현판과 배지를 드립니다.

소개 | msf.or.kr/corporate

소개 | msf.or.kr/hospital

문의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 전화 02-3703-3573

문의 | 이메일 hospital@seoul.msf.org 전화 02-370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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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여성의 날 디지털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3월 8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많은 개발도상
국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지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
지만 여전히 연간 약 31만 명의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자궁
경부암 사망의 8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불평등에 대해 알리고,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더이상 없도록 관심과 참여
를 독려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지리적 정보가 부족한 의료 구호 현장의 지도를 그리는
미씽맵의 ‘온라인 매파톤’이 진행됐습니다. 매파톤에 참여한 자원봉사
자는 같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미씽맵 활동에 참여해 함께 구호 지
역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라인으로 매파톤이 진행됐으며,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박지혜 간
호사가 참여해 실제 구호 현장의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며 매핑에도 참
여했습니다. 매파톤은 EJN스튜디오에서 진행되어 유튜브 라이브 스트
리밍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전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합니다’ 캠페인

JTBC 차이나는 클라스×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분쟁지역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협력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는 사실과 그곳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
해 기획됐으며, 디지털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면, 옥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잊혀지고 있는 분
쟁 상황을 조명하고 분쟁 지역에서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의 원칙으
로 의료지원을 이어가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방영된 JTBC 차이나는클라스에 국경없는의사회의
김결희 활동가(성형외과 전문의)와 이재헌 활동가(정형외과 전문의)가
출연했습니다. 전국의 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원칙과 현장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활동
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탄생 배경부터 나이지리아 노마병 프로젝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외상 프로젝트 등 주요 활동, 활동가에게 국경없
는의사회 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했습니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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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영화제 2020
2020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국경
없는영화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영화를
통해 분쟁, 질병, 빈곤 등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
현장에서 목격하는 인도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상영회로, 2020년 4회째를 맞았습
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Nothing Can
Stop Us)”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도 전 세계 의료지원을 지속하며, 소외되고 방치
된 인도적 위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 또한 이어간
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편의 유료상영작
<케이브>, <피란>, <어플릭션>, <피 속의 혈투>와
세 편의 무료상영작 <존엄성을 찾아서: 노마병
생존자의 이야기>, <한 의사의 꿈: 수면병을 치료
할 알약>, <오픈 마이 아이즈>를 상영했습니다.

2020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국경없는의사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는
세계 곳곳의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
긴급 대응 현장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페이스북 팔로워

148,423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6,245 명

카카오프렌즈 팔로워

22,987 명

유튜브 구독자

7,346 명

대외협력 활동
“인류를 위한 공공재, 코로나19 백신”
웨비나 개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기조연설

2020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나라와 기업이 이해관
계를 넘어 ‘인류 공공재’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와 기업 및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웨비나를 개최
했습니다. 문수리(Suerie Moon)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국제보건
센터장의 좌장 아래 마누엘 마틴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
책 자문이 기조연설을 하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임상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
표부 차석대사, 윤진원 제넥신 연구기획이 참여한 패널 토론을 진행
하면서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백신을
둘러싼 협력과 연대를 형성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1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
이오협회와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의약품 개발
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의약품이 개발된
이후에도 충분한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기
업이 독점권을 가지고 공급량을 통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견
제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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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후원금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정 보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민간 후원금 수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20년 95%의 개인 후원과 5%의 기업 후원으로 이루어진 총 241억원의
기업 후원금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금액(원)
1,211,980,571

기업 후원금
개인 후원금
민간 후원금 총액

개인 후원금

95%

5%

비율
5%

22,936,314,313

95%

24,148,294,884

100%

총 수입

241

억원

국경없는의사회 민간 후원금 지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20년 민간 후원금 중 82%를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
했으며, 모금 활동비로 16%, 일반 경상비로 2%를 사용했습니다.
내용

금액(원)
레바논

2,750,599,333

예멘

1,833,732,888

이라크

2,750,599,333

남수단

2,750,599,333

콩고민주공화국

2,750,599,333

미얀마
구호 프로그램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코로나19 대응 활동
긴급특별구호프로그램
- 난민, 분쟁이나 자연재해 피해자들,
보건 프로그램, 예방접종, 식수,
전염병, 글로벌 팬데믹 등으로 긴급
의료 구호가 필요한 지역
-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소계

증언 / 인식 제고 활동
국제 구호활동가 채용 및 파견 제반 내용
소계
모금 활동비
일반 경상비
민간 후원금 지출 총액

비율

모금 활동비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5.9%

20,000,000

총 지출

241

일반 경상비

1,508,746,631
82%

82.1%

2%

억원

3,972,452,034

18,337,328,884
1,270,922,864
205,685,685
19,813,937,433
3,840,032,282
494,325,169
24,148,294,884

16%
2%
100%

후원금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한국 사무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운영센터를 통해 현장에 전달됩니다.

후원자

한국 사무소
활동 및
재정 보고

운영센터
현장 증언 및
구호 현황 보고

구호 현장
현장 증언 및
구호 현황 보고

2020 국내 재정 보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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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2020년 재무제표는 한미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 받은 자료이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웹사이트
(m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키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재정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제 9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9 (당)기

(단위 : 원)

제 8 (전)기

자산

과목

제 9 (당)기

제 8 (전)기

I. 보통순자산의 변동

335,842,789

246,380,490

5,558,393,526

3,205,840,384

1. 사업손익

284,580,531

218,070,981

5,180,172,292

2,886,980,926

(1) 사업수익

31,106,395,937

22,624,600,022

46,313,435

101,263,099

기부금수익

24,148,294,884

17,605,301,172

309,433,806

198,829,417

보조금수익

6,957,851,053

5,019,088,850

4,287,131

4,895,855

기타수익

250,000

210,000

선급 비용

18,186,862

13,871,087

(2) 사업비용

30,821,815,406

22,406,529,041

II. 비유동 자산

326,884,795

266,815,339

19,813,937,433

14,038,726,709

63,656,395

71,226,789

구호프로그램지원활동

18,543,014,569

12,732,752,841

임차 자산개량권

72,193,000

72,193,000

인식제고활동비

1,270,922,864

1,305,973,868

감가상각누계액

(38,227,200)

(23,788,600)

10,513,552,804

7,881,609,367

비품

112,418,190

94,907,480

494,325,169

486,192,965

감가상각누계액

(82,727,595)

(72,085,091)

1. 비사업손익

51,262,258

28,309,509

42,528,400

2,638,550

(1) 비사업수익

51,941,601

34,717,720

42,528,400

2,638,550

이자수익

41,687,676

27,813,218

3. 기타 비유동 자산

220,700,000

192,950,000

외화환산이익

-

15,500

사무실 보증금

150,000,000

150,000,000

외환차익

5,325,980

3,545,929

장기 보증금

70,000,000

42,250,000

잡이익

4,927,945

3,343,073

기타 보증금

700,000

700,000

(2) 비사업비용

679,343

6,408,211

5,885,278,321

3,472,655,723

외환차손

241,705

5,989,825

외화환산손실

290,628

45,155

-

22,000

147,010

351,231

-

-

I. 유동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미수 수익
선급금

1. 유형 자산

2.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

자산 총계
부채

목적사업비용

모금비용
일반관리비용

I. 유동 부채

3,877,981,277

1,883,837,648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지급금

잡손실

3,824,399,042

1,845,233,339

미지급 비용

36,120,164

24,956,929

II. 기본순자산의 변동

예수금

17,462,071

13,647,380

III. 순자산의 증가

281,747,330

335,842,789

246,380,490

199,111,150

IV. 기초순자산

1,389,706,925

1,143,326,435

281,747,330

199,111,150

V. 기말순자산

1,725,549,714

1,389,706,925

4,159,728,607

2,082,948,798

I. 기본 순자산

65,000,000

65,000,000

기본 순자산

65,000,000

65,000,000

II. 보통 순자산

1,660,549,714

1,324,706,925

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운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1,660,549,714

1,324,706,925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총계

1,725,549,714

1,389,706,925

부채 및 순자산 총계

5,885,278,321

3,472,655,723

II.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 총계
순자산

보통 순자산

감사 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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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적 민간 독립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제 재정 보고

국경없는의사회의 23개 국가 사무소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동아프리카(케냐),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홍콩, 이탈리아, 일본,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콜롬비아, 체코,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레바논, 멕시코, 뉴질랜드, 러
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에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8개의 위성 기관을 설립했고, 각 위성 기관은 국경없는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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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관
리하기 때문에 국제 재정 보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재정 보고는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조직 수준에서 통합된 자료입니다.
2020년 재정 보고는 스위스 GAPP FER/RPC 기준을 따르며,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2020 국제 재정 보고서 전문은 국제 웹사이트(msf.org)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 사무소는 각 소재 국가의 GAPP, 법률,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보고는 2020년 1년 동안의 재정 기록을 나타내며 모든 금액 단위는 1백만 유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올림이 적용되어 총 합계 금액이 단순 총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민간 후원
비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경없는의사회 전체 수익의 97.2%가 민간 후
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전 세계 700만 명의 개인 후원자와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가능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캐나다, 일본, 스위스 정부와 에이
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이 있습니다.
2020
금액(백만 유로)
민간 후원금
공공기관 후원금
기타
총 수입

공공기관 후원금

1.4%

금액(백만 유로)

97.2%

1.4%

2019
비율

민간 후원금

기타

총 수입

19 200

비율

1,848.1

97.2%

1,570.2

96.8%

26.5

1.4%

20

1.2%

27.2

1.4%

31.4

1.9%

1,901.8

100%

1,621.5

100%

억

만 유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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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실조
치료식을 포함하며, 이 물자를 이송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운송, 화물 및 보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모금 활동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4.9%

80.5%

물류 및 위생 항목은 보건소 건축 자재와 장비, 식수 위생 및 물류 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에
일반 경상비

는 외부 협력 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이나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0
금액(백만 유로)
프로그램

4.6%
2019

비율

금액(백만 유로)

총 지출

비율

1,081

64.3%

1,092

64.8%

203

12.1%

208

12.4%

인식 제고 및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43

2.6%

45

2.7%

기타 인도주의 활동

26

1.5%

25

1.5%

프로그램 지원

총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지출
모금
일반 관리 및 행정
총 기타 지출
총 지출

1,353

80.5%

1,371

81.4%

250

14.9%

229

13.6%

77

4.6%

84

5%

16 7900
억

만 유로

327

19.5%

313

18.6%

※ 2020년 발생한 2억 2300만 유로의 이익 잉여금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1,680

100%

1,684

100%

위한 일정 수준의 운영 자본 확보와 시설비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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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헌장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민간단체로서 주로 의사 및 의료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체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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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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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