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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수행한 주요 활동과 한국의 후원금이
사용된 7개국(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니제르, 남수단)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활동에 관한 설명이며, 해당 국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지역의 명칭과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경없는
의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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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알리는 모카 동쪽의 마우자 들판에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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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돌아보며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모카에 외과 야전병원을 개설해 호데이다-타이즈 전선에서 부상당한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 Guillaume Binet/MYOP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018년 활동 보고를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2018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발병
사태부터 예멘 내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에 이르기까지 국경없는
의사회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 세계 긴급 상황에 지속 대응했습니다.

전쟁지역 구호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와 예멘에서 의료 활동
을 지속했습니다. 국가 전체와 보건 체계를 초토화시킨 예멘 내전이 올해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예멘에서 무려 1만
6,00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전쟁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전쟁으로 인
해 시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드 달리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스
태프와 환자들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아 결국 11월 이 지역에서 활동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시리아 북서부 지역 이들리브와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위치한
이스트 구타에서 민간인들과 의료진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
다. 이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던 병원과 진료소가 다수 무너지
거나 문을 닫아 시민들은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뿐 아니라 멕시코, 방글라데시, 라이베리아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소외된 인도적 위기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외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의료 활동과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는 계속되는 분쟁으
로 인해 보르노와 요베에서 약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
니다. 3월 1일 보르노주의 란 타운은 1년 만에 2번째 공격을 당해 국경없
는의사회는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
사회는 보르노와 요베에 걸쳐 총 17개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지금도 이곳
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 활동과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개선
난민 구호 활동
2012년 이래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구호 프로젝트 수를 2배 이상 확대
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길에 오른 실향민 규모가 사상 최고에
달했고 이중 다수는 피난 과정에서 폭력, 학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적이 없는 로힝야 난민을 위한 인도적 구호 활동을
진행하는 주요 단체이며 현재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은
약 백만 명에 이릅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들에게 다양한
외래환자 치료와 입원 치료를 진행했으며, 디프테리아, 홍역, 수두 발병에
도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주민 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
안전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워졌고 보건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의 방해 공작이 더욱 거세지자 국경없는의사회는 12월 지중
해 중부에서 난민 수색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
우루 정부는 호주 정부의 해안 구금 정책 하에 나우루에 머물고 있는 망
명 신청자들과 나우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료를 진행하던 국
경없는의사회 활동팀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창궐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민주콩고 보건부를 도와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2건의 전염병 사태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8년 말 민주콩고는 역
대 최대 규모이자 2번째 에볼라 창궐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현 보고서
집필 시점에서 민주콩고의 에볼라 사망자 수는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상처 치료
3월 가자지구에서 ‘귀환행진(March of Return)’ 시위대를 향한 이스라
엘 군의 총격으로 수천 명이 주로 다리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2018
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팔레스타인에서 전년도 400건보다 더 증가한 약
3,000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54개국에서 정
신상담도 진행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2018년 국
경없는의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과 나우루, 남수단
캠프에 머무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겪는 자살 충동을 비롯해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 등 전 세계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의료 측면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환자 치료를 지속 개선했습니
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액세스 캠페인)은
C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C형 간염 치료 접근을 확대하고 간소화했으며 간단한 진단 방
법을 도입해 C형 간염 진단부터 치료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였
습니다.
임신 및 출산 보건의료는 응급 치료를 포함해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활
동 부문 중 중대한 영역입니다. 산모 사망이 높은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
회는 여성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어떤 의료
도움이 필요하며 어떤 구호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참여와 환자 중심적 치
료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환자와 지역사회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가 진행한 전체 활동 중 일부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연간 활동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이 국경
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재정 보고, 직원들의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
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4만 3,000명의 스태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원자 분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활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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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호 활동가

3,824

8%

파견 횟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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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그리스

터키

레바논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리

니제르
예멘

수단

차드

트디
아르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나파소

나우루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남수단

말레이시아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인도네시아

부룬디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8년 한국사무소 구호 활동가
2018년 총 23명의 한국사무소 소속 구호 활동가가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 16개국, 30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용민 정형외과의 |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송경아 간호사 | 카메룬

김지민 마취과의 | 팔레스타인, 남수단

신현수 정형외과의 | 팔레스타인

김결희 성형외과의 | 팔레스타인

오륭진 행정가 | 레바논

김승수 행정가 |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재헌 정형외과의 | 팔레스타인

김아진 행정가 | 니제르

이효민 마취과의 |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김태영 행정가 | 미얀마

조기태 행정가 | 나이지리아

경민호 보건홍보 매니저 | 미얀마

정의 산부인과의 | 시에라리온

남상욱 로지스티션 | 나이지리아

최정윤 약사 | 우간다, 남수단

박선영 수술장 간호사 | 팔레스타인

티에리 코펜스 긴급 코디네이터(Emergency Coordinator) | 레바논

박찬수 일반의 | 남수단

홍기배 소아과의 | 레바논

박지혜 수술장 간호사 | 팔레스타인, 라이베리아

하신혜 액세스 캠페인(Access Campaign) | 남아프리카공화국

봉선아 로지스티션 | 수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18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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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활동 규모

외래환자 진료

가장 많은 프로그램 비용이 쓰인 지역 (단위 : 백만 유로)

외래환자 진료가 가장 많은 지역 (단위 : 회)

콩고민주공화국

109.9

콩고민주공화국

1,826,267
1,157,922

남수단

83.3

남수단

예멘

57.0

방글라데시

954,29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1.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852,604

시리아

47

니제르

589,121

이라크

45.5

시리아

569,260

나이지리아

44.9

예멘

535,634

방글라데시

39.9

에티오피아

500,760

아프가니스탄

32.0

수단

467,387

니제르

31.6

아프가니스탄

411,735

위 10개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은 5억 4,230만 유로로

외래환자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전문의 진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그램 전체 비용의 52%를 차지합니다.

구호 활동가

현장활동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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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2

콩고민주공화국

2,84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829

아프가니스탄

2,514

17%
중동

15%

현장활동
지역 분포 비율

아시아/코카서스

방글라데시

2,380

나이지리아

2,365

5%

니제르

2,157

유럽

예멘

2,058

5%

1,760

아메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아이티

프로그램 수

●200 ●114 ●112 ●20

아프리카

1%
태평양 지역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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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활동 환경

57%

45%
안정된 지역

프로그램 수

●250 ●78 ●67 ●24 ●24 ●3

26%

25%

내부 불안정
지역

무력 분쟁
지역

4%
분쟁 이후 지역

한눈에 보는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2018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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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하이라이트는 직접 활동, 원격 지원, 협력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하이라이트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수치로 표기한 것이며 국경없는의사회 공식 홈페이지(msf.org)에서 제공될 eBook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입원환자

말라리아

외래환자 진료

입원환자 총

말라리아 환자 진료

11,218,676 회

758,245 명

2,396,171 회

*2018년 말 기준

영양실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결핵 환자

입원환자 치료식 프로그램에 입원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

1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1차 치료 실패)

1차 약제로 치료를
받은 결핵 환자

2차 약제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74,210 명

159,142 명

17,083 명

16,548 명

2,840 명

외과적 치료

성폭력 피해자 치료

출산

마취하의 절개, 적출, 조직 촉진 및 봉합이
이루어지는 주요 외과적 처치를 받은 환자

성폭력 피해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산모

24,935 명

309,454 명

정신건강

콜레라

난민·이주민 구조

정신건강 개인 상담

콜레라 치료를 받은 환자

404,701 명

63,722 명

해상에서 구조돼 구호 지원을 받은
난민·이주민

뇌수막염 예방접종

홍역 예방접종

C형 간염 치료

뇌수막염 발병에 대응해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홍역 발병에 대응해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C형 간염 치료를 받은 환자

33,854 명

1,479,787 명

14,419 명

104,744 명

3,18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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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 : 돌아갈 곳을 잃은 사람들
달리아 마흐다위
미얀마로부터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로힝야족의 미
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2017년 8월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의 공격
에 맞대응한다는 표면상의 이유로 미얀마군의 폭력이 자행된 이래, 로힝
야족은 피난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이주해왔습니다. 2018년 말 기준 방글
라데시로 유입된 로힝야 난민은 90만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힝야 이주 규모와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로힝야족의 역사를 살
펴보면 방글라데시로의 이주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는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외된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로부터 끔찍한 수
준의 차별과 분리를 당해왔습니다. 1982년 시민권법에 의거하여 로힝야
족은 실질적으로 무국적이 되었고, 결혼, 가족 계획, 교육, 이동의 자유 등
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약 13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과 다른 무슬림들은 라카인주 중심부에 있

는 실질적으로 수용소나 다름없는 정착촌에 머물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
활 요건이나 생계 수단도 없습니다. 또한, 북쪽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이
상의 로힝야족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
다. 1978년 이래 지속적으로 차별과 표적 공격을 당해온 이들은 수천 명
이 이웃국가로 도망치거나 말레이시아행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힝야족은 아시아와 그 밖의 국
가에 무국적자로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그 어떤 동맹도 선
택권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는 수십 년간 로힝야족이 있었습니다. 1994년부
터 미얀마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985년부터는 방글라데시에서 간
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로
힝야족에게 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7년 8월에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군의 폭력이 재개되면서 인근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최대 규모의
로힝야 난민이 유입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즉시 방글라데시 콕스바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의 쿠투팔롱 난민캠프에서 난민들이 새로운 임시 거처를 배정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Pablo Tosco/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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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에서 활동을 확대해 강간, 총상 및 중상 등 폭력으로 인한 부상 환자
들을 긴급히 치료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2018년 12월까지 설사, 피부병, 호흡기 감염 등을 겪는 환자
들을 대상으로 약 백만 건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이 앓고
있는 이러한 질환들은 이들이 미얀마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를 받지 못
한 점과 방글라데시 정착촌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
니다.
로힝야족은 과잉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정착촌에 갇혀 지내고 있으며, 일
자리도 없는 데다가 공식적인 교육을 받거나 기본 생활 시설과 서비스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거의 인도적 원조와 수용국가인 방글라데시 국
민들의 호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카인에서 극
악무도한 폭력 사태를 경험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 상담, 무료
로 지원되는 양질의 2차 보건의료 서비스 등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
는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발표된 로힝야 난민 미얀마
송환 정책은 로힝야 난민이 미얀마로 돌아가기를 거부해 보류되었지만,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2018년 말 일부 원조단체들이 방글라데시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비상 사
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활동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대
응은 상당히 단기적인 원조 방식으로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근본적 원
인은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권리를 박탈당한 로힝야 난민의 현재 상황
만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에 대한 공여국들의 관심은 줄어
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은 턱없이 부
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정착촌에서 살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결국 방글라데시에서 받아들여지
거나 정착할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
어날 것인가?”, “방글라데시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인가?”, “만약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어디로 돌아
갈 수 있나?”, “1978년 ~ 1979년과 1993년 ~ 1997년에 그랬던 것과 마
찬가지로 결국 미얀마로 강제송환될 것인가?” 등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들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로힝야 난민의 뇌리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방글라데시에서 소외된 로힝야
난민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강탈, 학대, 구금에 시달립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국제사회가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을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
라서 이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도적 움직임과 해
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55 ~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캠프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다.
© Kate Geraghty/Fairfax Media

미얀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북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
야족의 보건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경
없는의사회가 이 지역에 대한 접근 허가를 거듭 요청했지만 미얀마 당국
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얀마
군의 로힝야족을 겨냥한 극심한 폭력 사태가 국제적인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
습니다. 차별과 분리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도 방글라데시로 향
하는 로힝야족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 난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20년 넘게 계속 목도해왔습니다. 라카인 북쪽 지방에
대한 접근은 지금도 제한되어 있고,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 난민은
실질적으로 중앙 지역의 정착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경없는의
사회는 구호 활동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의 의료 활동 진행이 크게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가 목도한 것에
대해 증언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에 로힝야 난민이 있는 이 지
역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로힝야족에서 다른 인도적 긴급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의 과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
한 계층 중 하나인 로힝야 난민이 겪는 고통을 계속 알리는 것입니다. 국
경없는의사회는 앞으로도 로힝야 난민에게 필요한 의료적·인도적 지원
을 제공할 것이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로힝야
족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계속 고발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도덕적인
근거로 함께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반드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변환시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차별당하는 로힝야 난민의 상황을 종결지
어야 합니다. 이는 로힝야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미얀
마로 돌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각국 정부들은 방글라데시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로힝야 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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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주제 보고 ]

에볼라 창궐
2018년 한 해가 끝나갈 때 즈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올해만 2번째로 발병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스태프들이 부니아의 국경없는의사회 에볼라 치료센터의 격리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에볼라 치료센터에서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진다. © John Wessels

특별 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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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는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확산 통제가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볼라 대응 접근법이 주민들의 기대와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에볼라 신규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국경없는의사회 대응팀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2019년 에볼라 대응 전략을 적극 재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 통계 : 2,800명 에볼라 치료센터로 이송 (이 중 450명 추후 에볼라 확진 판정)]

5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 북서쪽에 위치한 에콰퇴르에서 최초 에볼라 발
병이 선언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비코루, 이티포, 음반다카, 이보코
에서 민주콩고 보건부를 도와 38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를 치료했고, 이
중 24명은 치료 후 무사히 귀가했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14명은 사망했
습니다. 그 외, 에볼라 증상을 보이는 환자 120명을 격리 관찰하고 테스
트를 진행한 결과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민주콩고 보건부는 총 3,199명에
게 동정적 사용승인 프로그램 1 하에 WHO가 승인한 임상시험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비코로와 이티포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673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
시했습니다. 또한 에볼라 확진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부터 의
료진, 장례 종사자, 민간요법 시술사, 오토바이·택시 기사와 같이 일선에
있는 인력들도 접종을 받았습니다.
위생 전문가는 오염 구역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장비들을 갖춘다. ©Alexis Huguet

부니아의 국경없는의사회 에볼라 치료센터. 한 스태프가 사용된 장화를 세척 후 말리고 있다.
© John Wessels

1 즉각 치명적인 질환이나 중증 질병 및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약품, 바이오신약 또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시험적 의학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그에 필적하거나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허용된다.
시험적 약품, 바이오신약, 의료기기란 한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관련 규제
기관으로부터 아직 승인되거나 통과되지 않았으며 특정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시험적 의약품은 해당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예상치 않은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2 실험실 검사 결과 두 건 모두 자이르 바이러스에서 기인했지만,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차 에볼라 발생은 1차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 24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사태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인 8월 1일 두 번째 에볼라 발병이 선언됐으며, 이번에는 북
동쪽에 위치한 북부 키부2 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첫 번째 에볼라 사태 종결 이후 다시 발생한 첫 에볼라
발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볼라 창궐이 선언된 작은 마을 망기나에
에볼라 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이후, 그 해 에볼라가 맹위를 떨치게 된
지역으로, 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인 부템보에도 두 번째 에볼라
치료 센터를 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치료 수준을 높여나갔고, 에
볼라 발병 초기부터 WHO의 응급 프로토콜 준수 하에 에볼라 예방 목적
의 신규 시험용 백신 접종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콰퇴르에서 일선 인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
편, WHO와 보건부는 1차 및 2차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
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온 지역에 중증
도 분류센터와 소독시설을 마련하여 현지 보건소가 에볼라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힘을 보탰으며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에볼라 발병 지역을 조
사했습니다.
2018년 말까지 집계된 에볼라 확진 또는 의심 환자는 600명을 넘었으며
그중 350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주콩고의 에볼라 통제는 계속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신규 환자는 여러 지역에 분산돼 산발적으로 발
생하면서 에볼라 발병 근원지는 몇 번이나 옮겨졌고 발병 지역은 주민들
의 이동이 활발한데다가 일부 신규 발병 사례는 이전의 알려진 감염 경로
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에볼라 환자 접촉 추적 및 발병 통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에볼라는 모두 분쟁 지역에서 발병하고 있
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폭력 사태
로 인해 대응 활동에 차질이 생겨 에볼라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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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니제르
팔레스타인
남수단
시에라리온
수색 구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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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와 호흡기 질환을 겪는 아마라(Amara)는 레바논 자흘레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엘리아스 하라위 공립병원 소아과에 입원했다. ©Florian SERIEX/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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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angladesh

모이나르고나의 국경없는의사회 디프테리아 치료센터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10살 환자.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디프테리아항독소를 투여하고 있다. © Anna Surinyach

2018년 방글라데시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985 년

39,670,989 원

구호 활동가

2,380 명

물 공급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정신건강 개인 상담

출산 지원

3억 6100 만 리터
954,300 건
26,600 건
2,540 건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로힝야 난민과 방글라데시 취약 계층에게 의
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
도 다카의 캄란기르차르 슬럼가에서 의료 격차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군의 폭력이 재개되면서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 1분기까지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로 대규모의 로힝
야 난민이 유입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긴급히 콕스 바자르에서의 활동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말, 이곳에서 활동
하는 주요 인도적 지원 단체 중 하나로서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약 백만
명의 로힝야 난민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로힝야 난민들은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하고 과도하게 밀집된
정착촌 내 거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
도 부족한 환경에서 이들은 주로 상·하기도 감염이나 피부병을 앓고 있
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주로 이러한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
습니다.
2018년 말,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병원 4곳, 1차 의료센터 5곳, 보건지소
5곳 및 전염병 창궐 대응센터 1곳에서 의료진과 함께 응급 치료, 집중 치
료, 소아과, 산과, 성·생식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입원환자 및 외래

국가별 활동

환자 진료를 제공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당뇨병, 고혈압 같은 비감염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시설 대부분에서는 정신건강 상
담을 실시했습니다. 보건 홍보 및 보건 증진팀은 2018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였던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난민 캠프를 비롯해 난민촌 여러 곳을 방
문해 건강 지표 모니터링과 질병 발생 대응을 실행하고, 보건 및 위생 교
육을 실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2018년 미얀마에서 필수 예방접종과 기본적 보건의료를 받지 못했던 로
힝야 난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디프테리아, 홍역, 수두가 창궐하자 국경
없는의사회는 이에 대응해 콜레라, 디프테리아, 홍역 백신접종과 필수 백
신접종을 대규모로 실시했습니다. 2018년 말 디프테리아 발병 사례가 발
견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전염병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의사회는 임부와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수두에 감염된 환자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캄란기르차르 슬럼가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카의 슬럼가인 캄란기르차르에서 지속적으
로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생식 보건의료를 지원하여, 약 1만 2,000건의
산전 진료를 진행하고, 760건의 출산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885명에게 의료적 및 정신과 치료를 진
행했고 가족계획 상담 9,300회를 실시했으며, 전 연령층 환자 2,000명
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위험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란기르차
르 슬럼가의 소규모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9,500건의 진료를 진행했
으며 550명에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십만 명의 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
수대를 설치하는 등 난민 정착촌 내에서 식수 위생 활동도 대대적으로 진
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추공과 우물을 설치하고, 낡은 화장실을
개조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샤워시설도
설치하고 가정용 정수 필터를 보급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국경없는의사회는 콕스바자르의 2차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병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다르
병원 관리국과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사다르 현지 병원에서의 감염 통제,
위생 프로토콜, 의료 폐기물 관리 개선을 통해 병원 내 환자 감염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방글라데시 공립 병원에 최
초로 폐기물 구역 설치를 지원해 의료 폐기물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쿠투팔롱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산아 쌍둥이를 돌보고 있다.
©Vincenzo Liv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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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나르고나의 국경없는의사회 디프테리아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3살 환자.
© Vincenzo Liv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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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위기를 겪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의료 역량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은 극심한 폭력 사태가 급증했고 광범위한 질병 확산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26개 지방 중 17곳에서 54개
의 의료 활동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기초 보건의료부터 영양실조 치
료, 소아과 진료, 성폭력 피해자 치료, HIV/AIDS 환자 진료에 이르기 까
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포괄적 의
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9건의 홍역 발생과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한 에볼라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2018년 말까지 민
주콩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염병 사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향민과 수용지역 지원
2016년 이래 카사이 지역 폭력 사태로 인해 약 14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
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카켄게, 카낭가, 치카파, 치쿠라에
위치한 종합병원과 주변 지역 보건소 35곳에서 영양실조 치료, 소아과진
료, 폭력외상 수술,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진료 의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카사이 남부에 위치한 카모니아 보건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접경 국가
인 앙골라에서 송환된 민주콩고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부족간 무력 충돌과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향민이
발생한 이투리 지역 두구와 부니아에서 8만 건 이상 진료를 진행했습니
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홍역과 콜레
라 발병에 대응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탕가니카 칼레미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발
생한 실향민 지원을 지속하며 구호물자와 식수를 배급하고 지역사회 기
반의 보건의료와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마니에마의 살라
마빌라와 남키부 칼롱웨에 실향민과 폭력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1·2차
보건의료 시설을 지었습니다.
2018년 말 국경없는의사회는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여 콩고 서부 마이은돔베의 윰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폭력 사태로 인한 피난민 수
천 명을 도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민주콩고 북쪽으로 넘어온 난민을 돕기 위해 국
경없는의사회는 북우방기의 그바돌리테와 모바이-음봉고의 병원과 보
건소를 지원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 진료소도 운영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빌리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종합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50곳에서 응급치료, 소아과 및 신생아
진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남수단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부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카락바와
울렌데레의 비공식 거처에서 4만 8,000명이 넘는 난민을 치료했습니다.

키부에서의 포괄적 치료
민주콩고 동쪽에 위치한 키부는 25년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양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진
행하는 한편 폭력 사태로 발생한 외상 환자와 실향민에 대한 긴급대응 활
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북부 키부의 루베로, 마시시, 음웨소, 럿슈루, 왈리칼레
에서 포괄적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종합병원과 주변 보
건소에서 1차 및 2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응급치료와 집
중치료, 수술, 영양실조와 산과 및 소아과 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진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 등 지역 보
건증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남키부에서는 주로 난민, 실향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HIV,
결핵, 영양실조, 급성 호흡기 감염, 설사병 치료를 제공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팀은 올해 쿠지자에 신설된 보건소를 포함해 10여 곳의 보건의료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 설립된 이 보건소는 산과, 소
아과, 응급 병동과 수술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카사이 센트럴 지역 카낭가에서 매달 200~
250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 환자들
이었지만 남성과 아동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마니에마 지방의 살라마빌라에 위치한 병원과 보
건소 4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 활동을 시작했으
며, 이투리 지역 맘바사와 그 인근 지역의 보건소 6곳에서는 성폭력 피해
자의 부상 진료와 치료를 돕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해 성매
개 감염 질환 환자 및 성폭력 피해자 5,50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개선했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키부의 왈리칼레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진료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료와 정신건강 상담, 가족 계획 상
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
전염병 대응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진행하는 핵심 활
동입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긴급 대응 팀은 전국 10곳을 대상으로
전염병 감시 및 초기 진단을 실시하는 등 여러 긴급 대응활동을 펼쳤습니
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오트-우엘레, 이투리, 구 카탕가,
카사이, 마니에마, 초포에서 9번의 홍역 발병 사태에 대응했으며,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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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부니아 종합 병원에 들어가기 전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환자 중증도
분류센터에서 체온을 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John Wessels

치료하고 홍역 확산을 통제를 위해 보건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킨샤사, 루붐바쉬, 은간다지카, 음부지 - 마이를
비롯한 도시에서 대규모 콜레라 발병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건부를 도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니에마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건부를 도와 일반적으로 수면병이라
고 알려진 인간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사례를 적극 발견하고 치료했
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HIV/AIDS 또한 아직 치명적 위협이 되는 감염
병으로, 즉각 병원 치료가 필요한 말기 HIV 감염 환자나 이미 적절한 치
료 시기가 지난 HIV/AIDS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킨샤사의 카빈다 중앙 병원에서 주요 HIV/AIDS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말기 HIV 감염 환자를 포함한 환
자 2,00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킨샤사의 다
른 병원 두 곳에서도 HIV/AIDS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3곳에
서 HIV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HIV 치료를 개선하고 더 많은 HIV 감염 환자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
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마의 비룽가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 시설 5곳
에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팀원들
2013년 7월 11일 민주콩고 동부 지역 카망고에서 보건 평가를 실시하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4명이 피랍됐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이들 중 한
명인 샨탈은 무사히 귀환했으나, 나머지 팀원인 필립, 리차드, 로미는 지
금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977년

941,206,700원

구호 활동가

2,848명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1,826,300 건

말라리아 환자 치료

776,600 명

입원 치료

102,600 명

정신건강 개인 상담

38,200 건

출산 지원

34,300 건

아동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
외래환자 치료

24,500 명

HIV 환자 치료

9,100 명

외과 수술 진행

7,760 건

성폭력 피해자 치료

6,950 명

콜레라 환자 치료

6,9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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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raq

약 2백만 명의 실향민이 있는 이라크에서는 1
수많은 의료 시설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 후반 분쟁이 잠잠해지면서 2018년에는 실향민이 점점 더 많이
귀향했지만 아직도 큰 장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 실향민들은 중요
한 기록 문건들이 없고 재산과 생계 수단은 파손되거나 일부 훼손됐습니
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까지 불안합니다. 정치적 분쟁, 부족간 갈등, 무
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어 이곳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복잡하기만
합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력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실향민, 귀향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 비감염성 질환 치료, 산과, 소
아과, 응급치료, 수술, 정신건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병원과 진료소
를 재건하고 의료 장비를 충원해 이라크의 보건시스템이 복구되도록 힘
을 보탰습니다.

안바르 주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국내실향민 캠프 두 곳에서 1차 보건의료, 비감
염성 질환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포함해 정신건강을 위한 의료 활동을 지
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캠프 인구가 서서히 줄고 다른 단체들이 의
료 구호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하반기에 활동
을 인계했습니다. 4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라마디 수련병원에 외래환자 진
료소를 신설해 중등·중증 정신건강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신자르 시누니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중증도 분류실. 국경없는의사회 응급치료 담당 간호사가
9살 아동 환자를 진단하고 있다. ©MSF

2018년 이라크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2003년

2,790,939,737원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바그다드 의료재활 센터에서 중증 부상 환자
261명에게 물리치료, 통증관리, 정신건강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사드르 시티의 이맘 알
리 병원 응급실 재건 작업을 완료해 최신 의료장비와 새로운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라크 국가 결핵프로그램에 1차 약제 6만 정을
제공하고, 루파사의 흉부·호흡기 진료소에 결핵 진단 장비인 진엑스퍼트
(GeneXpert machine)를 제공해 약제내성 결핵 진단을 개선했습니다.

디얄라 주

구호 활동가

1,513명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바그다드 주

197,600 건

정신건강 개인 상담

38,500 건

출산 지원

11,100 건

수술 진행

3,780 건

1 국제이주기구(IOM) 이라크 사무소 DTM(Displacement Tracking Matrix), http://iraqdtm.iom.int/

국경없는의사회는 디얄라 주의 귀환민을 위해 잘라울라와 사디아의 1차
보건의료 시설과 카나킨에 있는 실향민 캠프에서 비감염성 질환, 정신건
강 지원, 성·생식 보건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과 전
염병, 성·생식보건, 정신과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르빌 주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르빌 주변 캠프 4곳과 칼락에 머물고 있는 실향민과
현지 수용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치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주민 정착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10월 국경
없는의사회는 활동을 다소 축소해 중등에서 중증 정신건강 환자 치료와
비감염성 질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국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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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쿠크 주
전쟁 피해가 심했던 하위자로 귀환하는 실향민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국
경없는의사회 팀은 약 1만 4,50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알-아
바시와 하위자에서 비감염성 질환 치료와 보건에 관한 교육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또한 알-아바시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
했으며, 알-샤제라와 알-아바시 내 마을 급수소를 재건해 깨끗한 식수
확보와 수인성 질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9월까지 다쿠크 캠프에서 1차 의료와 정신건
강 상담을 제공했고, 하위자 병원의 응급실, 검사실, 산과 병동과 감염 예
방 및 통제 부서에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니네와 주
모술 일부 지역은 아직도 잔해 속에 덮여 있어 수천 명의 주민들은 보건
의료, 식수, 전기와 같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술 동서
부 지역 모두에서 의료활동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부 모술 지역 나블루스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한 의료진과,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과 진료, 안정화, 응급 상황을 위한 진
료의뢰 체계, 정신건강 보건의료를 갖춘 종합 산과 병동을 운영했습니
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5,300건 이상의 정상 분만을 지원하고
1,120건의 제왕절개를 진행했으며, 응급실 환자 3만 4,500명을 치료했
습니다.
4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술 동부에 종합적 수술 후 진료 시설을 열어 폭
력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시설은 이동식 수술
실과 병상 20개를 갖춘 입원병동, 회복실 11곳, 정신건강과와 재활 병동
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늘리고자 신
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보건소 3곳에서 정신
건강 상담, 사회심리적 응급처치, 사회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과 치
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의뢰도 지원했습니다.
연말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알-살람 병원 24시간 응급실 재건 작업을 마
쳐, 2개 병동, 외상 치료실, 약국, 상담실 2곳과 환자 중증도 분류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모술 남부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카야라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응급 상담, 집중 치료, 화상 및 정신건강 치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병상 62개를 갖춘 이 병원에는 입원 병동, 소아과 병동,
입원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가 있습니다. 2018년 실향민과 귀환민들의 의
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화상 치료와 신생아
진료 활동을 확대하고 수술실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1만 8,000건 이상의 응급실 진료
와 약 2,500건의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북부 모술 주마르에 위치한 탈 마라크 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산과 진료실, 응급실, 소아과
입원치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 Louise Annaud/MSF

올해 초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카야라 에어스트립 캠프에서 1차 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양실조, 정신건강, 성·생식건강 부
문 외래환자 진료를 진행했으며, 진료의뢰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도 열었습니다.
8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 기간 동안 의료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던 신
자르 시누니 병원 재건 작업을 마쳐, 의료 장비가 완비된 응급실, 산과, 소
아과 입원 병동을 마련했고, 정신건강 진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줌마르 산하 탈 마라크 의료시설에서 응급 산과
및, 신생아 진료, 기초 소아과 치료, 응급 안정화 진료, 정신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살라딘 주
2018년 상반기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티크리트에서 이동진료소를 운영
하며 실향민과 난민에게 외래진료와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으며, 알-알
람 캠프에서 1차 보건의료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실향민 수가 줄고 타 단
체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6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보건부에 의료
지원 활동을 인계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크림미안 콩고 출혈열이 발생하자 국경없는의사회
는 전문가 팀을 파견해 병원지원에 나섰고, 7월 디와니야, 나자프, 바벨,
바그다드 주의 공립 병원 5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현지 의사,
간호사, 미화 인력 228명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보건부를 도와 생후 6개월에서 15세까지
의 아동 11만 1,0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난 7월 니네와 주
에서 발생한 홍역 발병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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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18 활동보고서

Kyrgyzstan
2018년 키르기스스탄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1996 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627,471,134 원
구호 활동가

105 명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5,640 건

산후 진료

1,870 건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약제내성결핵 DR-TB)

79 명

국경없는의사회의 프로젝트로 집에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Nargiz Koshoibekova/MSF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키르기스스탄내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카라-수에서
약제내성결핵환자를 치료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전 세계에서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
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결핵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도 통
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약제내성결핵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관찰치료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카라-수 지역
내 1차 보건의료 시설 103곳에서 환자의 객담 샘플을 수집하여 결핵 검
사를 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카라-수 지역의
약제내성결핵환자의 70% 이상이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 환자들만
병원에서 경과 관찰 및 부작용 관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월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제 7차 지역 결핵 심포지엄이 비쉬켁에서 열렸
습니다. 160명 이상의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결핵 치료법
및 신약과 새로운 진단 툴 사용을 장려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단기간에 완료되고 주사 약물투여가 없으며 내약성이
좋은 다제내성결핵 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 시험을 계속 준비해왔습니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관련 허가
를 받지 못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임상 시험 실시는 연말까지는 어렵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특히 비감염성 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바트켄 주의
아이다르켄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비감염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술 전문가의 지원 하에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
부와 협력하여 바트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진 위험도를 조사하였으며,
수은과 안티몬 광산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위험도 평가하였습니다.

국가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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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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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전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감염성 질환 진
료, 성·생식 보건의료, 정신건강 상담 및 산과 진료를 포함한 양질의 의
료 서비스를 무료로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집중 치료, 지중해빈혈 치료 및 대기 외과수술 등 전문 의료 활동
까지 확대했습니다.

베카 계곡
베카와 바알벡-헤르멜 지역은 시리아 난민 상당수가 거주하는 지역입니
다.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헤르멜, 아르살, 바알벡, 마즈달 안자
르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 1차 보건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
사회 팀은 아르살과 마즈달 안자르에서 모자 보건 센터 2곳에서 의료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자흘레에서는 응급 진료, 소아과 집중 치료 및 지중해
빈혈 치료 등 전문 소아과 진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7월에는 바렐리아스 현지 병원 재건축 완료 이후, 연말까지 만성 부상 치
료와 대기 외과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보
건부를 도와 자흘레, 바알벡, 헤르멜 지역에 거주하는 22,000명의 아동
을 대상으로 홍역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가 유아에게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Mario Fawaz/MSF

레바논 북부 및 아카르 지역
2011년 이웃 국가 시리아에서 시작된 내전으로 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국경을 넘어 오면서 레바논은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난민 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
습니다. 난민 대거 유입으로 인해 레바논은 보건을 포함한 심각한 공공서
비스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료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
차 검진비 및 약제 비용 부담 때문에 난민뿐 아니라 이주민과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레바논 주민들까지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현지주민과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와디칼레
드에서 1차 보건의료 지원을, 후니덱의 진료소에서는 정신건강 지원을 제
공했습니다. 트리폴리와 알압데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만성질환 치료
와 성·생식 및 가족 계획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2018년
한해 동안 레바논 보건부가 채택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건강 증
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지 일반의에게 교육을 제공해 필요한 경우 이
들이 외부 정신과의 감독하에 의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베이루트 남부
2013년 9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샤틸라 난민 캠프에서 1차 보건의료
센터 1곳과 여성 보건 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과 시리아 난민, 레바논 주민 등 여러 국적을 가진 인구가 모여 있는 열악하
고 과밀한 정착촌으로, 이곳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976 년

1,849,733,038 원

구호 활동가

649 명
외래환자 진료
주요 의료 통계

정신건강 개인 상담

125,400 건
11,700 건

출산 지원

4,660 건

입원 치료

3,660 명

3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건부와 협력해 사브라와 샤틸라 지역에서 예방
접종 캠페인을 열어 아동 약 10,000명에게 홍역과 소아마비 백신을 접
종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라피크 하리리 대학병원에 출산 병동을 열어
분만을 지원하고 샤틸라 진료소로부터 의뢰 받은 신생아를 진료했습니
다. 부리-알-바라네에 위치한 난민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성·
생식, 가족 계획 및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으며 통원이 어려운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해 재택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인엘 헬웨의 난민캠프 및 사이다 지역에서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재택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난
민 캠프 내 의료진이 응급 상황 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 폭력 사태 발
생 시 부상자에게 안정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18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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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Niger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제르에서 특히 매년 영양실조와 말라리아 발병이 최고를 기록하는 시기에
소아과 치료를 개선하고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아동 환자가 비위관 관을 통해 식사를 하고 있다. ©Laurence Hoenig/MSF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폭력 피해자, 실향민, 이주민, 수용지역 주민들을 대상으
로 의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 니제르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985 년

941,206,700 원

구호 활동가

긴급사태 대응

2,157명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589,100 명

말라리아 환자 치료

173,200 명

입원 치료
(5세 미만 아동 59,500명 포함)

86,300 명

아동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
입원 치료
(외래환자 치료 42,300명)

22,200 명

출산 지원

10,500 건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제르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전염병 감시 및 긴급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타후
아와 아가데즈에서 뇌수막염과 홍역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약 26만
2,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콜
레라가 창궐한 마라디와 타후아에서 콜레라 환자 2,500여 명을 치료했
습니다. 콜레라가 잠잠해질 무렵, 국경없는의사회는 감염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1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응급팀은 니아메, 틸라베리, 아가데즈, 타후아 및
디파에서 홍수 및 폭력 사태로 발생한 실향민 5,000여 명에게 구호물자
를 배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또한 423명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가별 활동

디파
4년간 무력분쟁으로 발생한 25만 명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은 디파에 위
치한 임시 정착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치안
과 자원 부족으로 현지 주민들도 큰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디파 시내의 주요 산과 및 소아과 병원과
은기그미, 체티마리, 마이네소로아에 위치한 여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이네소로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제르와 나이지리아
요베 주 최북단 주변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유목민 모두에게 국
경 횡단 의료활동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공했습니다. 무장단체로 인해 사
람들의 이동과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이동 진료소
를 다수 운영하며 일회적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치
료는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명의 지역사회 보건 인
력들이 주로 젊은 층에게 나타나는 정신과적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
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
공할 수 있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6,300명 이상이 개인 정신상담을
받았고 이 중 30%는 14세 미만 환자였습니다.

잔데르
잔데르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중증 급성 영양실조와 아동기
질병을 겪는 5세 미만 아동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
경없는의사회 팀은 말라리아와 영양실조의 계절성 유행기에 마가리아 지
역병원 소아과와 보건소 11곳 및 보건지소 14곳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
역사회 보건증진 활동을 통해 의식 제고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사례
발견을 장려하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뮤악(MUAC, 팔뚝
굵기로 영양 상태를 측정해주는 테이프)을 사용해 자녀의 영양실조를 진
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마가리아 소아과병동에 입원한 5세 미만 아동환
자 수는 2만 2,000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배 많았습니다. 또한, 국경없
는의사회는 5세 미만 아동 12만 7,500명에게 외래진료를 진행했으며 외
래환자 급식 프로그램 센터에서 영양실조 아동 환자 2만 900명을 치료
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는 8월과 10월 사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
는의사회 병원에서는 하루 신규입원 아동이 1,000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
으며 이 중 250여 명이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제르 보건부를 도와 계절성 말라리아에 대응한
화학적 예방요법을 지원했고 1만 8,000건의 속성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을 보인 아동 1만 2,200명을 치료했습니다.

마라디
국경없는의사회는 아동 사망률을 낮추고자 마다룬파에서 소아과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병원을 도와 중증 영양실조,
말라리아 및 그 외 아동기 질병에 걸린 5세 미만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제
공하고 단순 영양실조로 보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외래진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을 적

25

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인력을 파견하여 부모들에게 뮤
악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연말까지 발생한 영
양실조 환자는 253명이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지역
사회 보건인력은 2만 9,800명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검사를 진행했고 이
중 80% 이상이 양성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라디는 국경에 인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환자들이 다수 치료를 받고 있
으며, 영양실조 환자의 30%가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2018년 초 국경
없는의사회는 두 접경 국가인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에서 치료식 프로그램
을 조기 포기한 영양실조 아동을 적극 파악하는 데 나섰습니다.

타후아
국경없는의사회는 2006년부터 마두아 지역 병원에서 영양실조 입원환
자 급식 센터와 소아과 및 신생아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
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마두아와 사본 기다에서 외래환자 급식 센터와 소
아과 진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경없
는의사회 팀은 마두아의 산과병동을 지원했으며, 사본 기다에서는 성·
생식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시한 영양 상태와 후향적 사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두아와 사본 기다 지역의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니제르 보건부의 역
량도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1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두 지역에서의 활
동을 점차 철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주민, 난민 및 수용지역
니제르는 이주민, 난민지위 신청자,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알제
리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나 리비아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또는 유럽을 목
적지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 가며 이들은 종종
학대와 배척을 당합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주민들의 모든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니
아메와 아가데즈에서 의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니아메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일반 진료소와 이동 진료소에서 총 5,000여 건 이상 진료를 진행했
습니다. 타베로트, 세귀디네, 아나예, 더코우 등 아가데즈 전역에서 국경
없는의사회는 이주민과 수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 및 생식
보건의료, 응급 치료, 진료 의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리트 보건소에
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아리트 병원으로의 진료
의뢰를 체계화했습니다.
국경지역인 아사마카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알제리에서 추방된 1,960명
의 난민에게 의료 및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고 구호물자를 배급했습니다.
틸라베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을 중단했던 1차 의료소를 다시 열
었고, 지역사회 주민들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인
종간 갈등 및 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들을 위해 이동 진료소를 운영했습
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25가구에 구호물자를 배급했고 예방접종, 영양
실조 검사, 생식 보건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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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Palestine

이재헌 국경없는의사회 정형외과의가 가자지구 알 하다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Laurie Bonnaud/MSF

2018년 가자지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복합적 총상을 입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외과 치료 및
수술 후 치료를 제공했고 서안지구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환자 증가에 대응했습니다.
2018년 대부분 기간 동안 복합적 총상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가자지구의 취약한 보건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가자지구에서 중증 부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화상 환자를 위한 치료소 운영을 지속했으며 서안지구에
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가자지구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분리장벽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한 총격으로 6,23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거의 90%가 하지에 총
상을 입었습니다. 총상 환자의 절반은 개방골절을 입었으며, 종종 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실되고 신경과 혈관계
까지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복합적인 중증 부상을 입은 환자들로 장기간 세심한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다른 의료 단체들은 부상자들의 생명
을 구하는 초기 수술을 제공하는 한편, 보건부는 중증 및 복합성 골절 환
자들을 지혈하고 외고정장치를 부착하는 등 응급치료의 최전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퇴원한 환자들 중 다수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통해 광범위한 개방 상처 부위를 봉합 및 세척하는 추가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붕대를 교체 받았습니다.

귀환의 행진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가 가자지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Laurie Bonnaud/MSF

개방골절 환자 대부분은 골수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타 중동 분
쟁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경험에 의하면 약 25~40%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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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염이 발생합니다. 가자지구의 검사실 역량 부족으로 인해 환자 대부
분은 골수염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다시 재
생되려면 환부가 안정되고 감염이 전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개방골절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중증 손상의 경우에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18년 말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진료소 다섯 곳을 운영하며 붕대 처치,
물리치료, 통증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발리아의 알 하우다 병원에
수술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을 열고, 알 쉬파와 다르 알 사람 병원에서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을 제공하는 등 외과 부문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일 년간 타 병원과 진료소에서도 다수의 응급처
치를 지원해 속출하는 부상자의 의료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국경없는의
사회 팀은 7월부터 12월까지 유세프 알-나자르 병원에서 수술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알 아크사 병원에 혈관외과의를 파견했
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 수술 후 진료센터에서는 외상 환
자 3,780명을 비롯해 총 8,000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곳
에서는 총 10만 7,140번의 붕대 교체가 이뤄지고 6만 6,000회의 물리치
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2,320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그 중 1,500명
은 외상환자였습니다. 12월에는 외상환자 900명이 후속 치료를 받았습
니다.
이렇게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가자지구 보건 시스템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대규모의 복합성 부상자를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들
이 재건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골수염이 제대로 예방되거나 치료되지 못하
는 경우 다수가 상처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외상환자 치료와 더불어 가자지구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
하는 수술 후 진료센터에서는 화상환자 4,475명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129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환자 수는 2017년과 비슷했지만
2015년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호 활동가

1989 년

244 명

주요 의료 통계

외래환자 진료

196,600 건

정신건강 개인 상담

6,320 건

정신건강 그룹 상담

850 건

수술 진행

서안지구
국경없는의사회는 서안지구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점령과 폭력 사태,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사회 보건증진 활동 참여 강화 전략으로
헤브론 지역의 정치 폭력 사태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진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폭력을 자행
하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 것
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공격이 가장 자주 발생하고 환자들 대부분은 직간
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 주택이 무장 세력에 의해 포위
를 당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구금 혹은 체포되거나, 부상이나 살해를 당하
기도 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은 불안과 우울증, 적응 장애에 시달리게 되었
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헤브론 팀은 정신과 치료, 개인 및 가족 단위 상
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심리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팔레스타인인 1,400여 명이 정신과 응급 처치를 받았고 370
명이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았으며 8,800명이 그룹 상담을 받았습니다.

2018년 팔레스타인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심리상담사와 통역사가 올드시티 오브 나블루스에서 열린 정신건강 인식 상담치료에
모인 여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 Yuna Cho/MSF

3,180 건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나블루스와 칼킬야 주의 도시와 마을에서 중등
및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신건강 진료를 제공했
습니다. 주된 질환은 중등 및 중증 우울증으로 전체 환자의 40%에 해당
하며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점령과 이로 인한 긴장과 폭력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
을 끼치는 역기능가정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건수가 증가한 것
을 확인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나블루스와 칼킬야 주에서 총 2,520
건의 정신건강 진료를 제공했고 신규 입원환자는 284명이었으며 전체
환자 중 40%는 18세 미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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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South Sudan

남수단의 민간인들은 지난 5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만 명이 인근 국가로 이주했고, 또 다른 20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남수단 대부분 지역에는 보건의료 시설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는 곳도 있
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절반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80% 정도가 국경없는의
사회와 같은 비정부 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력 사태로 인한 긴급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
하는 동시에 기존 전국적으로 진행해오던 필수 의료 프로그램 16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건 인
력과 의료 시설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아 구호활동에 어려
움을 겪었습니다.

피난민과 외진 마을 지원
남수단 북부 지역 외진 늪지대인 올드 판각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
하고 있는 의료시설은 이곳에 머무는 피난민들이 2차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배로 주변 마을을 이동하
며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환자 이송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랑키엔과 피에리 주변 외진 곳에 마을 보건지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랑에서의 내전과 이로 인한 피난민 수가 급증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한 지역 의료시설에서 응급 및 입원치료를 시작했고, 합병증 환자들은 치
료를 위해 말라칼과 주바로 이송했습니다.
더 북부에 위치한 아부로크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상 12개 규모의 입
원시설에서 응급치료, 외래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 치
료를 지속적으로 도왔으며, 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사병과 말
라리아 같은 질병의 치료도 지원했습니다.
남수단 남부 예이에 위치한 1차 보건의료 시설과 공립병원 소아과 병동에
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주민과 실향민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피
보르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수술역량을 갖춘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
시설 3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문드리에 있는 1차 보건의료 시설을 지원
하고, 이 주변 외진 지역에서는 마을 보건지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코보에 있는 이동 진료소와 키에르에 지
었던 1차 보건의료 시설을 타 단체에게 인계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극
도로 제한된 외진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고,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말까지 수백 명의 환자가 진료의뢰
를 통해 2차 보건의료 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엔민간인보호구역(PoC)

남수단에서 한 아동이 영양실조 검사를 위해 뮤악(MUAC, 팔뚝 굵기로 영양 상태를 측정해주는
테이프) 진단을 받고 있다. ©William Davies

남수단 유엔민간인보호구역(PoC)은 분쟁 때 안전을 위해 유엔 기지로
피신한 사람들을 수용한 이래 5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무장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
람들을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캠프 내 열악한 생활환경과 지속되는 폭력
사태, 정신적 외상 등으로 인해 벤티우에 위치한 남수단 최대 규모의 민
간인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상 160개 규모
의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은 이 구역에서 유일하게 2차 보건의
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생아나 고위험 분만 전문 진료 및 수술을 제공합
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벤티우 내 민간인보호구역과 진료소에
서 성-젠더폭력 피해자 398명을 치료했습니다. 전체 환자 중 3분의 1은
최근 발생한 환자들로, 이는 2018년 11월에 럽코나 카운티에서 여성과 소

국가별 활동

녀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는 또한 7월 말라리아 발병이 급증하자 말라리아 치료소 6곳을 설립하여
말라리아 환자 3만 8,000명을 치료했습니다.
약 2만 9,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말라칼 민간인보호구역에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병상 40개를 보유한 의료 시설을 운영하며 응급처치, 결핵 치
료, 흑열병(내장리슈마니아증)과 HIV 감염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018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한
자살시도를 수치화 및 문서화했으며 이는 장기간의 실향민 생활과 실업,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말라칼타운에서도 민간인보호구역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의료 활동에 더해
신생아 진료와 고위험 분만을 비롯한 산과 진료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의료
아웨일 주립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신생아, 산과 화상 치료
병동, 응급실, 집중 치료실, 입원환자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산과 병동의 환자 수는 최대 수용 인원에 달했고 작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174건의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5,275건의
분만을 지원했습니다.
랑키엔에 위치한 병상 80개를 보유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는 산과
및 소아과 치료, 영양실조 치료, 성-젠더 폭력 피해자 치료와 HIV, 결핵,
흑열병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활동 개시 연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983 년

2,031,145,038원

구호 활동가

3,682 명

외래환자 진료
말라리아 환자 치료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의 많은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전쟁터에 강제 동원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풀려나 마을로 돌아온 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
응하도록 돕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소년
병이었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
로그램을 실시해 이 중 아동 949명이 얌비오 지역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전염병 대응
2018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랑키엔에서 진행한 말라리아 치료
프로젝트를 통해 말라리아 환자 37,000여 명을 치료했으며 말라리아 유
행 시기에는 아웨일 병원에서 말라리아 치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웨일에서 홍역이 유행했을 때 보건부를 도와
아동 약 2만 3,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주바에서는 20만여 명
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수단 난민
마반과 인근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도로 난민캠프에서 활동하며 수
단 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치료했으며 번지 주립 병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지금도 이다에서 병상 15개 규모의 입원병동을
운영하며 난민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기존의 HIV/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타 기관으로 인계했습니다.

아곡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개조 및 확장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수단과 남수단 간 분쟁 지역에서 유일하게 2차 의료를 제공하
는 시설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말라리아 최대 발병 시기에 맞춰 지역
사회 차원의 말라리아 프로젝트를 재개해 6월에서 12월까지 인근 23개
마을에서 2만 5,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중증 환자는 진료의뢰를 통
해 상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기에 발생한 극
심한 홍수로 인해 피난민들이 발생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 진료팀을
아베이 특별 행정구역(ASAA) 남부 지역으로 파견해 보건의료 활동을 진
행하고 구호물자를 배급했습니다.

1,157,900 건
276,400 명

입원 치료

56,200 명

출산 지원
(제왕절개 300건 포함)

14,300 건

수술 진행

7,540 건

의도적 폭력 피해자 치료

3,840 명

흑열병 환자 치료

1,370 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

해방된 소년병 지원

아베이 특별 행정구역(ASAA)

2018년 남수단 활동

주요 의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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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명

의료시설 공격
지난 4월, 문드리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이동진료소 팀원 한 명이 폭력 무
장강도에게 습격을 당했고 이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몇 주 동안 이 지
역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마반에서는 국경없
는의사회 사무실과 가택을 겨냥한 폭력 사태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
적인 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지만, 9월 중순에 다시 모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마엔딧과 리어 카운티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지난 4월과 5월에 발생한
폭력사태를 피해 늪지대와 수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시설도 공격과 약탈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최대한 널리 기본 의료 활
동을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18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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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Sierra Leone

시에라리온의 모성 및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겪은
에볼라 사태로 인해 보건인력의 10%를 잃은 국가 보건 체계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원, 1차 보건의료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건의
료 접근 확대, 부족한 필수 의약품 제공 및 현지 보건인력 개발을 돕고 있
습니다. 주로 모자보건에 주력하고 있지만, 보건 상황 전반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해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응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톤콜릴리 지역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마그부라카 지역 병원의 모자보건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식수 위생을 개선하고 혈액은행을 도입했으
며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018
년 한 해 동안 3,230건의 출산을 지원했고 1만 6,300건의 산후진료 및
4,370건의 산후진료를 진행했으며 진료의뢰와 직원교육을 지원하고 지
역사회 보건증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마그부라카 병
원과 인근 의료 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정신상담
을 제공했고, 우기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말라리아 관리 지역 7곳에서
말라리아 검사, 치료, 진료의뢰를 지원했습니다.

코이나두구 지역
2018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코이나두구 지역의 카바라 지역병
원 내 소아과와 산과 병동, 응급실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며 지역 전체 차
원의 진료의뢰 체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지역사
회 보건소 및 보건인력, 민간 조산사, 보건지소를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병원과 지역사회 보건 시설의 역량 개발과 응급 치료, 소아과,
산과 진료 기준 제고에 힘썼으며 진료의뢰 체계 또한 강화했습니다. 이
후, 2018년 말 이 모든 활동은 시에라리온 보건부로 이양되었습니다.

2018년 산부인과의 정의 구호 활동가는 카발라 병원에서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왔다. ©Joosarang Lee/MSF

케네마 지역
국경없는의사회는 케네마 지역의 고라마 멘데, 완도르, 논고와 내 1차 보
건의료 시설 13곳에서 임상감독과 교육과 진료의뢰를 지원하고 부족한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제공했으며, 지역사회 의료봉사와 보건증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항하 타운에 신규 병원 건축이 시작됐고 연말 기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이 병원은 광범위한
소아과 진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영양실조 입원 치료
식 센터, 종합 소아과 병동, 격리 병동뿐 아니라 검사실과 혈액은행까지
갖추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과와 방사선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건 인적자원
케네마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원 건물 준공에 더해 MSF 보건의료 아
카데미(MSF Academy for Healthcare)를 통한 보건인력 훈련에도 힘
썼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MSF 보건의료 아카데미는 자원과 숙련된 전
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현지 의료인 및 준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케네마에서 보건인력 160명이 교육을 받
았고, 간호사 25명과 조산사 25명으로 구성된 교육생은 가나에서 2년 동
안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수단 출신 간호사
12명은 18개월 과정인 마취학 학위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이들 간호사와
조산사들은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케네마에 신설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
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의료진 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전문지식
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18년 시에라리온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주요 의료 통계

1986 년
외래환자 치료
구호 활동가

837명

103,800 건

말라리아 환자 치료

43,800 명

산후 진료

25,000 건

출산 지원

5,890 건

입원 치료
(5세 미만 유아 4,830명 포함)

8,360 명

국가별 활동

수색 구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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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Rescue

2018년 수색 구조 활동
최초 활동 개시 연도

2015 년
구호 활동가

12 명

주요 의료 통계
선상 진료

3,240 건

2018년 8월 10일, 리비아 인근 지중해 중앙부에서 25명이 구조됐다. © Guglielmo Mangiapane/SOS MEDITERRANEE

2018년 이탈리아 및 다른 유럽 국가 정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주 루트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8년 지중해에서 익사 사망자 및 실종
자 수는 약 2,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사망자 대다수는 리비아,
이탈리아, 몰타 사이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사상자 수가 발생하는 이주 루트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수천
명의 이주민은 지중해 해상에서 EU가 지원하는 해상 경비대의 단속으로
국제법 위반 하에 리비아로 강제 송환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학대, 고문, 착취를 당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의 구
금 센터에 수감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과 9월, 아쿠아리우스 호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더욱 거세졌
습니다. 모든 해상 규정과 세부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
리우스 호는 이탈리아 정부 의도하에 지브롤터에 이어 파나마에서까지
두 차례나 선적 등록을 취소당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난민 구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수색 구조선인 아쿠아리우
스 호를 공동 운항하며 3,184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새롭
게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된 난민과 이주민의 이주를 막기 위해 사
실상 항구를 차단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취약한 상태의
남녀 및 아동 630명을 태운 아쿠아리우스 호는 해상에 좌초되어 있다가
8일 만에 1,300킬로미터나 떨어진 스페인 발렌시아 항에 겨우 정박했습
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법적 금지하는 움직임이
지난 11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카타니아 검찰이
이탈리아 항구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아쿠아리우스 호
에 압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범죄행위 가담 의혹 및 음
식 폐기물과 구조된 사람들의 옷 등이 HIV, 결핵, 옴과 같은 질병을 전염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압
력을 받은 사법절차로 인해 아쿠아리우스 호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지
속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 말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
테라네는 아쿠아리우스 호의 구조 작업을 강제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으며, 지중해
중부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을 마비시킨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
후, 각국 정부들은 유럽 해안에 도착하는 이주민 생존자들에 대해 공동

유럽 정부들이 각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구호 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
함에 따라 지중해 중부에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은 앞으로도 장기간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난민들과 이들을 구조한 선박들은 임시 입항 승인을 얻을
때까지 며칠 또는 몇주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과 이주민,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익사하고 리비아로 강제 송환되는 국
제법 위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들에게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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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온 편지

박선영 구호 활동가 (수술장 간호사)
우리 팀은 5월 14일 하루에만 17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야전병원이 이런 곳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우리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응급 상황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다들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다리가 풀려 병실에
앉았는데, 어시스트했던 영국인 의사가 다가와 고맙다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진한 전우애가 느껴졌습니다.
2018년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홍기배 구호 활동가 (소아과의)
학생 때부터 의료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아
감염을 공부했습니다. 예상대로 감염 환자들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잊히거나 보
지 못하는 질환들도 있었습니다. 레바논 프로젝트에서는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이라
고 하는 모래파리에 의한 감염 환자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시리아 난민들이었는데,
시리아에서 감염되고 증상이 레바논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플 때 갈
곳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뿐인 난민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레바논 베카 계곡에서

현장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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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구호 활동가 (정형외과의)
총상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술 팀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총상 환자가 대부분이고, 젊은 남자 환자들 혹은 나이가 어린 12살
정도의 소년들도 종종 보입니다. 수술이 많은 날은 아침 9시부터 계속 수
술 환자가 들어오고, 수술방 네 개에서 동시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개인
적으로는 이번이 첫 번째 구호 활동인데, 평소에 가볼 수 없던 세상을 몸
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정의 구호 활동가 (산부인과의)
환자가 살아서 돌아갈 때면 ‘내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집이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모들은 제왕절개 후 2주 동안
병원에 머물게 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의료진과도 가까워집
니다. 출산 직후에는 몸도 붓고 혼란스러워하던 산모들이 병원에 머물면
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합니다.
흔히들 분만 과정에서 피를 많이 본다고 해서 산부인과 일을 ‘블러디 비
즈니스(Bloody Business)’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산부인과는 의사와 혈액만 있으면 산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산부
인과 의사인 저에게 시에라리온 프로젝트는 혈액만 있으면 사람의 생명
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
로 산모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시에라리온 코이나두구에서

박지혜 구호 활동가 (수술장 간호사)
국민 수에 비해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잘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 치료시기를 놓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대부
분 치료시기를 놓치고 온 경우라 이미 몸의 컨디션, 장기의 기능이 상당
히 떨어져 있어서 수술로도 그 아이의 회복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습
니다. 늦은 밤까지 수술을 하고 나와도 아이들의 상태가 회복하기에 너무
약한 상태이기에 안심할 수 없는 날이 많았고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다르
게 환자들을 많이 잃으면서 상실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회복한 고마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5번의 수술 후 모두의 비관적인 예상과 건강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난 어
린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수술실을 다시
찾아왔을 때,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
고 제가 간호사인 것이 행복했습니다.
2018년 11월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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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후원 개발 활동
후원자 이야기 Ι Donor Story

스쿨펀드레이저 Ι School Fundraiser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미래 나눔의 리더가 되어보세요!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이란?
국경없는의사회의 스쿨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
동아리원들과 함께 교내 모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모금
가로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나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영도 후원자님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이비인후과 전공의 정영도입니다.

Q. 처음 어떻게 국경없는의사회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중학교 때 영어 독해지문으로 처음 국경없는의사회와 의료 사각지
대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멋진 의
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숭문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Q. 2년 넘게 국경없는의사회 정기후원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계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비인후과 특성상 생명을 다투는 경우가 드문데, 이따금씩 제가
누리는 일상에서 감사함을 잊고 살 때 국경없는의사회가 ‘경각심’
을 심어주고 있어요. 소식지에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
요. 그런 사연들이 제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깨워줍니다.

Q. ‘나에게 국경없는의사회는 [경각심]이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자세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환자의 삶의 질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이비인후과라는 학문
은 두경부종양 및 경부 자상이 아닌 경우 응급질환이나 생명을 다
투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생활에 감사함
을 잊을 만할 때, 국경없는의사회의 소식지는 타성에 젖지 않도록
저를 일깨워주면서 활동가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
다듬게 해줍니다.

Q. 마지막으로, 국경없는의사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어떤 단체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에 국경없는의사
회를 ‘나를 대신해 멀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
는 수호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충남용남고등학교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경구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위례한빛고등학교

김해삼방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영흥고등학교

청심국제고등학교

김해여자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대전도안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합덕여자고등학교

부천여자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소개 | https://www.msf.or.kr/school-fundraiser
문의 | 이메일 support@seoul.msf.org 전화 02-370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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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후원 소식 Ι Corporate Support

국경 없이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이 되어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해주신
후원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이란?

유니시티코리아,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부금 전달

국경없는의사회가 보다 많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병원은 환자를 진찰,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를 갖춘 건물뿐 아니라 마을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자동차, 수술실로
도 운영되기도 하는 텐트 등을 포함합니다. 후원병원 프로그램은 한국
의 병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의료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병원이 병원을 후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분쟁지역의 산모와 아이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들에
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면 응원의 댓글 한 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기부

2018년 38개 병원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새로운 후원병원이 되었습니
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병원
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경없는의사회의 모자보건 활동을 위해 기부금 5천만원(누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홍보에 도움 주신 의료학회

이알플러스, 3년 연속 기부금 전달

적 1억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의 기부금은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
하고 있는 레바논의 베카 밸리 지역의 모자보건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여성성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검진의학회

대한일차진료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알플러스는 2016년 ‘나이지리아 긴급 구호’, 2017년 ‘로힝야 난민 긴급 구호’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필러학회

기부에 이어 2018년 ‘영양실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금 2천만원(누적 6천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알플러스의 기부금은 분쟁 지
역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의 영양실조 위기를 돕는 활동뿐 아니라 국경없는의
사회의 긴급 의료 구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제이엔, 트위치 스트리머와 함께 2년 연속 <배틀런> 개최

이제이엔은 2017년에 이어 트위치 스트리머와 함께 2년 연속 48시간 릴레이
기부 이벤트 <배틀런 2018>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27명의 시청자가 기부
* 매월 30만원 이상 정기후원 또는 연 300만원 이상 일시후원에 한해
후원병원 현판과 배지를 드립니다.

에 참여하여 총 1천 3백만원의 기부금(누적 2천 5백만원)을 국경없는의사회의
연말 캠페인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이엔이 함께한 배틀런 행사의 기부금은 의
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개 | https://www.msf.or.kr/hospital

소개 | https://www.msf.or.kr/corporate

문의 | 이메일 hospital@seoul.msf.org 전화 02-3703-3554

문의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 전화 02-3703-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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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국경없는영화제 2018 개최
국경없는의사회의 두 번째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8’(Films
Without Borders 2018)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2018년 11월 서울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생명을 살리는 외로운 싸움’
이라는 슬로건 하에, 구호 활동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
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참혹한 실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키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병원 폭격’, ‘결핵’, ‘이주민,
난민’, ‘파괴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총 7편이 상영됐습니다. 상영작에
대한 해피빈 티켓 사전 예매율은 99%를 기록했으며(좌석 점유율은 평
균 71%), 이 중 4편의 다큐멘터리는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
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강원국제비엔날레서 심승욱 작가와 콜라보
2018년 2월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증언
과 굿네이버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심승욱 작가의 예술 작품
전시가 있었습니다. 심승욱 작가는 ‘안정화된 불안-8개의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현장 증언을 영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철조망으로 표현했고,
이에 둘러싸인 8각의 공간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서 작품 낭독에 맞춰 춤을 추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무용가 최수진의 퍼
포먼스도 이루어졌습니다.

구호 활동가 채용 웨비나

구호 활동가 채용 캠페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8년에 4차례의 구호 활동가 채용 웨비나
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진과 비의료진으로 활동 중인 구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구호 활동가를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8월 런칭한 캠페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며 대중들의 호응과 관심
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무소에 구호 활동가로의 문을 두드
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https://www.msf.or.kr/webinar
3회 행정가 ┃ 김아진, 김승수 활동가

2018년

4회 로지스티션 ┃ 남상욱 활동가

“국경을 넘는 구호 활동가, 다음은 당신입니다”

5회 산부인과의 ┃ 이선영 활동가
6회 내과의 ┃ 남상욱 활동가

2018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국경없는의사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세계 곳곳의 전쟁, 분쟁 또는 자연재해 시 긴급 대응 등 현장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보내는 지지와 응원은 현장 구호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Facebook 132,287 팔로워

Instagram 7,124 팔로워

Kakao 8,872 팔로워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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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구호텐트 전시회 개최

시에라리온에서 만난 두 명의 구호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구호텐트 전시회’를 개최하여 ½ 사이즈로
축소된 실제 구호텐트 및 구호 물품 전시, 구호 현장 VR 고글 체험,
사진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국회의원회관을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과 KINTEX, 대전, 상암문
화광장까지 이어진 전시를 통해 2,700명의 시민들께 국경없는의사회
의 주요 활동 지역과 인도적 의료 구호 활동을 위한 구호품을 소개하
였습니다.

2018년 8월, 시에라리온 카발라 병원에서 구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정의 활동가(산부인과의)와 송경아 구호 활동가(간호사)를 찾아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정의 활동가는 현장 인터뷰에서 ‘산모를 살리는 일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구호 활동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송경아 활동
가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의 하루’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
던 현장 활동의 일상,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 소
개했습니다.

2018년
언론보도

1월 ┃ 한국일보 [세계의 분쟁지역] 남부 시리아 “한 세대가 파멸됐다”
2월 ┃ 한국일보 [세계의 분쟁지역] IS 피해 떠난 고향 돌아오니… 폭탄과 병마가 기다려
헤럴드경제 “내전·난민‘惡’의 상처… ‘평화올림픽’ 평창에 묻다”

3월 ┃ 한국일보 [세계의 분쟁지역] 전기ㆍ식량ㆍ의료 등 모든 게 부족 “미래가 없다”
중앙일보 ‘생지옥’ 동구타 사망자 1000명 넘는다
뉴스와이어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4월 ┃ 조선일보 “필수 의약품 특허 장벽 허물고 제네릭(복제약)으로 가격 경쟁 시켜야”
연합뉴스 “국경없는의사회, ‘로힝야 피해 증언 보고서’ 한글판 발행”

5월 ┃ 매일경제 기고문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이유”
쿠키뉴스 “국경없는의사회, 민주콩고 교외 지역에서 에볼라 백신 접종 시작”

6월 ┃ 한겨레 [평화원정대] “고문·성폭행·총상 수두룩”… 가로막힌 지중해 난민의 ‘비명’
한겨레 [평화원정대] “난민문제는 전세계적… 한국인도 관심 가져주길”

8월 ┃ 연합뉴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및 비의료 구호 활동가 채용 본격 확대
한국일보 [세계의 분쟁지역] 로힝야 대학살 1주기… 소수민족 미래를 살해한 인종청소

11월 ┃ 서울경제 ‘결핵 : 무자비한 킬러’의 뉴먼 감독 “불편하지만 알아야 할 진실… 관객부터 변화에 동참하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ㅣ 2018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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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 재정 보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적 민간 독립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 국가 사무소, 아르헨티나, 중국, 체코,
인도, 아일랜드, 케냐, 레바논, 멕시코, 러시아, 한국, 아랍에미리트에 지역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국
제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 재정 보고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두

국경없는의사회는 효율적 무브먼트를 위해 ‘위성’ 기관이라고 하는 10곳의 특수 전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위성 기관
은 인도적 구호 활동, 역학 및 의학 연구, 인도주의적 및 사회 활동 관련 연구 등 각 특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재무 기록입니다.

성 기관들은 국가 사무소의 연관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MSF 서플라이(MSF Supply), MSF 로지스틱(MSF

2018년 국제 재정 보고는 스위스

Logistique), 에피센터(Epicentre) 등이 있습니다. 위 기관들도 국경없는의사회가 관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경없는의사

GAAP FER/RPC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회 국제 재무 보고(MS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에도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회계법인 KPMG와 Ernst & Young의
공동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2018 국제 재정 보고서 전문은 www.msf.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 사무소는 각 소재 국

이는 2018년 1년 동안의 재정 기록을

가의 회계 정책, 법률,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국가 사무소에 따

나타내며 모든 금액 단위는 1백만 유로를

라 지면 출판되어 제공되기도 합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어림수가 적용되었으므로 총 합계 금액은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을 높은 수

단순 총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수입 중 95%는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후원이었습니다.

수입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 비율을 높게 유
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630만여 기부자 및 민간 재단 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 기부금은

공공기관 후원금

국경없는의사회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했으며 공공 부문으로는 캐나다, 일본, 스위스 정부, 글로

1.3%

벌 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으로부터 후원금이 있습니다.

기타

금액(백만 유로)

비율

1,459.9

95%

공공기관 후원금

20.7

1.3%

기타

55.8

3.7%

1,536.4

100%

민간 후원금

총 수입

민간 후원금

95%

3.7%
총 수입

15 3,640
억

만 유로

지출
금액(백만 유로)

비율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319.2

82%

구호 프로그램

1,047.4

65%

프로그램 지원 활동

209.8

13%

일반 경상비

인식 제고 활동

46.5

3%

15.5

1%

5%

기타 인도주의 활동
기타

289.0

18%

모금 활동

208.1

13%

일반 경상비

80.9

5%

총 지출

1,608.3

모금 활동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3%

82%
총 지출

16 830
억

만 유로

100%

프로그램 지출

대륙별 지출

최대 지출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총 지출액 중 52%는 현지 채용 직원과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인건비

52%

아프리카

55%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과 관련한 제반 비용(항공권, 보험, 숙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 및 영

의료 및 영양

17%

아시아

35%

양 항목은 의약품과 의료 장비, 백신, 입원 비용, 영양실조 치료식을 포함하며 이 물자들을 이송하는

운송, 화물, 보관

12%

데 발생한 비용은 운송, 화물 및 보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물류 및 위생 항목은 보건소 설립에 사용

사무소 지출

7%

아메리카

4%

되는 건축 자재나 장비, 식수·위생 및 물류 물자들을 의미합니다. 기타는 외부 파트너 기관에 지급한

물류 및 위생

6%

보조금이나 세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커뮤니케이션

유럽

3%

4%

비특정지역

2%

2%

오세아니아

1%

2018 재정 보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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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약 13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107억 원을 7개국(레바논,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방글라데시 / 로힝야) 구호 프로그램에 사용했습니다.

국내 재정 보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수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수입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타 지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신생 지부가 생길 경우 전 지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액(원)

비율

민간 후원금

13,306,955,649

75%

보조금

4,379,795,448

0.61%

총 수입

17,794,660,979

100%

민간 후원금

75%

25%
총 수입

25%

107,909,882

기타 수익

보조금

기타 수익

0.61%

177

억원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지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8년 후원금 중 80%를 구호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에, 경상비에
4%, 모금 활동비로 15%를 사용하였으며, 차기 사업 준비금으로 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

금액(원)
레바논
키르기스스탄

구호 프로그램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627,471,134
2,790,939,737

남수단

2,031,145,038

콩고민주공화국

941,206,700

니제르

941,206,700

방글라데시 / 로힝야

39,670,989

국제 구호 활동가 채용 및 파견 제반 내용
모금 활동
일반 경상비
차기 사업 준비금
후원금 지출

모금 활동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5%

1,849,733,038

이라크

증언 / 인식 제고 활동

비율

80%

일반 경상비
80%

4%
총 지출

차기 사업
준비금

0.01%

1,130,7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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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331,160,080
2,035,665,411
586,955,473

15%
4%

1,024,853

0.01%

13,306,955,649

100%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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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현장
현장 증언 및
구호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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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화 02-3703-3500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