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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interactive) 기능

본 문서에 적용한 경계선, 명칭 및 지명은 ICRC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지 않으며, 언급된 영토의 주권 주장에 관한 어떠한 편견도 내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본 문서의 재정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타 ICRC 문서에 표기된 수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합계는 본 문서에 기재된 것과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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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아이콘 클릭 시 연동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홈버튼을 
클릭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활동 예시를 보기 위해서는 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콘텐츠 항목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부호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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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ICRC의 전 세계적 활동

ICRC 본부

ICRC 대표단

ICRC 지역대표단

ICRC 임무단

2020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00여 개 국가에서 지역대표단, 대표단, 임무단 및 사무소를 운영하며, 18,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력충돌 지역, 
인도주의 외교정책 허브 및 스위스 제네바 본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단 및 임무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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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무력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 많은 건이 장기전에 
해당했으며, 위기가 지속되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10억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지역 사회에서는 긴급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접근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활동,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녀들의 학교 교육, 그리고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수십 년간 
지속되며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은 
ICRC가 이라크에서 40년, 예멘에서 60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33년째 인도적 지원을 해온 해입니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후 시리아로 표기) 내전은 2021
년에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백 개의 
무장단체가 가담한 폭력 상황이 계속되었고 수천만 명의 
일상생활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만 분쟁과 기타 상황으로 발생한 
실향민 수가 7,950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900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난민 및 망명신청자를 
포함한 국내 실향민과 이주자는 난민캠프와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과 남유럽 혹은 중남미 지역 등에서의 험난한 
경로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레바논, 모잠비크,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격화되고 폭력 및 기타 
긴급 상황이 증가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현장 지원을 하는 기구는 
ICRC가 유일하거나 몇 안 되는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ICRC는 최전선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활동하였기에 
적대 행위 심화 시 보다 신속히 대응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보건 위기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순식간에 번진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무력충돌과 폭력의 영향에 힘들게 맞서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곳곳에서 휴전이 
선언되기도 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을 뿐, 무력충돌은 곧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주요 현장 활동

사헬지역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남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레바논

시리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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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53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ed Cross Messages, RCMs) 수 

 f이 중 11,762 건은 피구금자로부터 접수

보호

가족 찾기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 이주, 구금 및 그 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ICRC와 ICRC를 포함한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이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다시 가족을 찾고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ICRC는 피구금자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교도소 40여 곳에 컴퓨터, 헤드셋 및 텔레비전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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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0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 수  

 f이 중 9,503건은 피구금자에게 전달 

8,616  
ICRC의 지원으로 가족 면회가 허용된 피구금자의 수

1,504,199  
가족 간 전화 및 영상 통화 지원 횟수 - 이주자, 격리 중이거나  
코로나19 치료 시설에 입원 중인 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  
면회를 받을 수 없는 피구금자 포함 

25,563   
ICRC에서 피구금자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통화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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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가족 찾기
ICRC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는 비동반 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른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과거의 혹은 여전히 지속되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ICRC는 150년 넘게 중앙심인국(Central Tracing Agency)을 통해 가족이나 친지와 헤어진 사람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중앙심인국은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ICRC의 가장 오래된 기구 중 하나입니다. 

IC
RC

19,364 

신규 등록된 추적 요청 대상자 수

9,801  

적십자운동  가족 찾기 웹사이트에 새로 이름이 등재된 사람의 수

7,974   

생사여부 혹은 소재가 파악된 사람의 수

1,049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가족과 재회한 사람의 수

152,410  
2020년말 기준 아직 진행 중인 추적 건수

 f이 중 33,974 명은 실종 당시 미성년자 

http://familylinks.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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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예멘의 분쟁과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습니다.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맡은 ICRC는  
구금되었다 풀려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리. 5명의 아동이 니제르(Niger)에 막 도착해 부모님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5,772  2020년말 기준 아직 가족 찾기가 진행 중인  
아동의 수 

1,98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헤어진 신규 등록 아동의 수 

 f797 명은 여아

 f102 명은 징집 해제된 아동

이 중

892 가족과 재회한 아동의 수 

ICRC는 중립적 중재자로서 사람들이 최전선, 국경 및 경계선을 넘어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888   
ICRC의 지원 하에 이송 혹은 송환된 사람의 수 

구금에서 해제된 자 1,108 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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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rc.org/en/document/more-1000-former-detainees-yemen-conflict-transported-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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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법의학
ICRC는 예우를 갖춰 사람의 유해를 존엄하게 관리하고 실종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80여 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법의학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법의학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알리는 활동과,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상황, 자연 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및 이주자 선박 전복 등의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관리하며 신원을 파악하는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정보 공유 세션을 열어 현지 및 지역의 유해발굴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페루. ICRC는 유해 매장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방법은 과거의 폭력 상황 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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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의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된 유해의 수 

2,91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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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피구금자 방문
ICRC 직원들은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 중 구금된 자들을 비롯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면회했습니다. ICRC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여건에서 생활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협력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침에 따라 ICRC는 일부 지역에서 피구금자 방문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ICRC가 방문한 구금시설의 수  

1,043 

78개 지역 1,043개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860,094명을 방문했습니다

21,677
ICRC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한 피구금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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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2020년에 처음으로 등록되어 ICRC에서 면회한 
피구금자는 11,223명

 f여성 1,026명, 미성년자 995명

 f전쟁포로 41명, 민간인 피억류자 1,339명

이 중

말리. ICRC 직원이 피구금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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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5  
생계 향상 및 취업 기회 증대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혜택(기술 훈련,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의 수 

경제적 안전
ICRC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거주민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을 돕고, 가정 및 지역사회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활동을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ICRC의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는 
국내 실향민(IDPs), 지역 주민, 귀환민, 난민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레바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지 농부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 ICRC는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및 콜리플라워 모종 150만 주를 배포했습니다. 

원조 4,214,606  
식량 배급, 현금 지급, 상품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은 사람의 수

 f이 중 2,474,466 명이 국내 실향민

5,209,767  
곡식 재배, 어업 혹은 가축 사육을 위해 재료나 재정적·기술적 지원 형태로 식량 생산 원조를 받은 사람의 수 

6,991,691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요, 매트, 취사도구 및 위생 키트와 같은 기본 생활 용품을 지원 받은 사람의 수

 f이 중 4,053,848명은 국내 실향민

1,006,645
단기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 소자본 사업(micro-economic initiatives)을 위한 종자돈, 장비 혹은 
원자재 지원, 그리고 가계 소득을 보호·복구 혹은 증대하기 위한 기타 지원의 수혜자 수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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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민간인과 피구금자의 생필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과 위생물품 및 기타 생필품 배급을 4,474건 진행했습니다. 

I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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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와 거주지
ICRC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도심과 시골 지역, 실향민 보호 캠프 및 기타 시설,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배수 시스템과 위생 시설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복구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위생 인식 제고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ICRC는 특히 귀환민들을 위한 보호소를 건립하거나 건립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오너십(ownership)과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해 관련 
당국과 지역사회 일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들을 프로젝트 설계와 기술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시리아. 10년간 계속된 분쟁의 영향이 축적되면서 필수 서비스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ICRC는 물품과 비상 부품을 제공하고 
주요 시설을 보수했으며, 수백만 명이 의지하고 있는 서비스망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복잡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핵심 기반시설의 붕괴를 막는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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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4,962,961
음용, 개관용 혹은 가정용으로 깨끗한 물을 얻고, 환경 
오염에 대한 노출이 감소했으며, 생활 환경이 개선된  
사람의 수 

 f민간인(거주민, 국내 실향민, 귀환민, 난민) 34,062,998 명

 f피구금자 899,963 명

여기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은 #코로나19 시대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리비아 뱅가지(Benghazi)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손상된 물 펌프장이 단기 

수리 작업으로 ‘어떻게 수천 명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 

https://twitter.com/PMaurerICRC/status/129535023555279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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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설의 52%(총 20,699병상)는 ICRC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더 잘 치료하고 보살필 수 있는 도움을 받음

ICRC의 건축 및 보수 프로젝트로 서비스가 개선된 병원과  
신체 재활 시설의 병상 합산 수 

40,179

ICRC의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은 물, 위생, 
보호소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공급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기 공급은 
적대 행위로 피해 입은 지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심 지역 인구에는 도시의 
안전과 생산성 강화 및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대응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개발 연관 개입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전기는 생명을 
구하는 의료 보건 시설(장비 및 의약품 포함)을 비롯하여 물 펌프장, 폐수처리장, 제과점 및 관개 
시설 등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C
RC

예멘. ICRC에서 호데이다(Hodeida)와 인접 지역의 주민 수천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타우라(Al-Thawra) 병원 내 
수자원 처리 시설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ICRC에서 전력망과 물 펌프장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witter.com/ICRC_sy/status/128048961733092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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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많은 경우 해당국의 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외딴 지역 혹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ICRC는 기초 보건의료센터를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지원하면서  
의료품, 장비,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수리와 개선에 힘썼습니다. 보건의료센터에서의 상담은  
영양실조 아동과 엄마를 위한 치료용 음식 제공, 백신(5세 미만 아동 포함) 접종,  
상급 병원 안내와 같은 치료와 치료법 추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말리아. 의료진이 아동의 부모에게 진단 결과와 추천 치료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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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ICRC에서 지원하는 기초 보건의료센터의 수 

22,406,374
평균 진료 이용 가능 인구

644,294 
출산 전 상담 건수

7,534,552 
치료 상담 건수

(아동: 28%
여성: 26%)

801,461 
코로나19 정보 세션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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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ICRC는 피구금자 방문 활동에 덧붙여, 구금시설(329시설) 내 피구금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ICRC는 만성 질환자와 전문의 소개가 
필요한 이들을 포함한 피구금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134개 교도소 의료시설에 의료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필리핀. ICRC는 질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구금시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관련 당국과 협력해왔습니다.  
ICRC는 수감소 내 결핵 퇴치활동을 진행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참고하였습니다. 

J.
 A

zn
ar

/IC
RC

원조



2020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 FACTS AND FIGURES FIGURES | 숫자로 보는 연간 활동 -  15

599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 발생 시 지원받은 병원의 수 

19,033 
무기에 의한 부상으로 수술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의 수

167 
예멘의 코로나19 치료 센터를 비롯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특별 
지원을 받은 병원의 수 

184 
ICRC의 지도 하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한 병원의 수 

1,785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37,553명을 위해 진행된 응급처치 교육 
세션의 수  

51,608 
부인과/산과 입원 건수

132,736 
수술 집도 횟수(무기로 인한 부상 및 기타 사례)

병원 서비스 및 응급처치
ICRC는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 발생에 따라 외과 수술(무기로 인한 부상) 등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 몰려드는 환자를 수용한 현장 병원, 
교육 병원, 상급 병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사들이 미르와이즈(Mirwais)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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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719  
상담 건수

이 중 101개 병원에서 ICRC 직원이 현장 지원을 했으며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자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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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ICRC는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상황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웰빙을 개선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현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ICRC의 개입은 사람들의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각자의 극복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참여적 접근법 형태를 취했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인식 
제고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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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직접 혹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무력충돌과 폭력이 자신의 웰빙에 미치는 정신적, 심리사회적, 
감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분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ICRC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f32,338 명:  실종자 가족,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및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간인 

 f1,212 명: 피구금자

 f14,604 명:  신체 기능 약화 혹은 영구적 손상으로 ICRC 지원 병원과 
신체재활센터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수 

의료진과 일차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상자 치료가 미치는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세션이  
개인·단체별로 800건 진행되었습니다. 

3,349명의 의료진과 일차대응 인력이 심리사회적 지원 및 기타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f필요 시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 세션과 교육 
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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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재활
ICRC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ICRC는 현지 기술자들을 대상(이들 중 일부는 신체 장애를 가짐)으로 기술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ICRC가 지원하는 시설의 환자들은 물리치료, 맞춤 의수족,  
보행 보조기 및 기타 이동 장치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미얀마. 3살 어린이가 ICRC가 지원하는 카친(Kachin)주의 신체재활센터에서 새롭게 제작한 의족을 처음으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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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53
물리치료 세션 진행 횟수

7,171
보급된 휠체어 또는 자세 보조 장치의 수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

298,460
ICRC 신체재활 지원 수혜자 수2

이 중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23,344명 

21,874
제작 및 전달된 의수족 수

보조기는 104,356개

327
ICRC 지원 프로젝트1 수 

163 
ICRC에서 운영 혹은 지원하는 재활센터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수

1. 프로젝트에는 신체재활센터, 부품 공장 및 훈련 기관 등 포함 
2. 반복 수혜자를 포함한 월별 축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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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ICRC는 ‘장애에 관한 비전 2030(Vision 2030 on Disability)’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CRC가 앞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 시 장애인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관한 10개년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핵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설계·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적 및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 및 존엄성 존중을 촉진

• 구체적 목표의 신체 재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한 업무 환경 마련 

•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칠 시 장애인에 
대한 포용, 보호 및 안전을 촉진하는 법적·정책적 환경 조성에 기여

5,235
사회적 통합 이니셔티브 참여자 수 

15개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 장비의 제작을 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782

직업 훈련
352

스포츠 활동
1,316

교육
1,215

소자본 사업 이니셔티브
1,570

IC
RC

니제르. 신체 장애가 있는 여성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생긴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 우리가 나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https://www.icrc.org/en/publication/4494-icrcs-vision-2030-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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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인한 오염
ICRC는 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지뢰와 불발탄의 위험에 노출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지뢰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지뢰 관련 사고와 무기로 오염된 지역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뢰 제거 활동 및 현지 관련자들을 위한 훈련 등이 포함되었으며  
적절한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관한 정보도 교육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ICRC는 국제 지뢰 행동 표준과 조정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합(UN) 및 NGO와 협업하였습니다.

원조

IC
RC

1. 가자 지구. 불발탄으로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외에 걱정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ICRC에서는 이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담은 책자를 배포했으며 책자와 함께 비누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2. 미얀마. 아이들이 무기로 오염된 지역에서의 안전수칙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매년 수백건의 지뢰 관련 사고가 
일어납니다. 

IC
RC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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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국에서 국제인도법(IHL) 조약 혹은 기타 관련 법률체제
(또는 개정안)의 가입 및 비준이 42건 진행되었습니다.

7개국에서 국제인도법과 관련 체제를 이행하기 위해 8개의 
국내 법적 체제가 채택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115개의 국가 국제인도법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들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조약 가입 및  
국내 이행 
ICRC는 국가들의 국제인도법 조약 가입 및 비준,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및 기타 주요 활동가들과 계속해서  
대화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ICRC는 정부에 법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소관하는 부처간 위원회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예방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첫 번째 글로벌 위협은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기후 변화, 허위 정보 등 오늘날의 도전과제들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집니다.  

이미 가장 취약하고 매우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글로벌 쇼크의 무게까지 짊어져야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통의 규범과 법적 틀에 위배되며 인도주의와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

https://www.icrc.org/en/document/treaty-prohibition-nuclear-weapons-pacific-island-countries-played-crucial-role
https://www.icrc.org/en/document/treaty-prohibition-nuclear-weapons-pacific-island-countries-played-crucial-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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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국에서 약 60,800명의 군인, 경찰 및 비정부 무장단체가 ICRC에서 
주최한 950여 개의 국제인도법 활동, 행사 및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무기 소지자와의 관계
ICRC는 정부군, 평화 유지군, 비국가 무장 단체 혹은 무장 단체 연합의 일원 등  
무기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 및 기타 적용가능 규범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ICRC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ICRC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들과 대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ICRC의 예방적 접근에 해당하며, 양자 대화와 체계적 방침 및 
인도주의적 정책 등으로 분쟁 가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ICRC의 통합적 노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ICRC는 무장단체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민간인의 석방을 돕습니다. 

예방

ICRC가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모든 
진영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CRC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00여 건의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60개 국가와 100여개 비정부 무장단체가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폭력 상황에는 
수백 개의 무장 단체가 가담했습니다.  

ICRC의 분석에 의하면 ICRC가 활동하는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우려의 대상인 무장 
단체는 600개가 넘습니다. ICRC는 이 중 약 465개 단체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 중  
32%와 보호 관련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장 
단체의 지배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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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하고 양극화된 분쟁 상황 속에서도 공동의 인도주의적 목적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상자 대피나 국경을 초월한 인도적 지원 활동 전개 혹은 예우를 갖춘 유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 진영 간 공통된 분모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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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법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무력충돌과 환경에 관한 
웨비나에는 69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과 정책 관련 행사 및 자료
ICRC가 주최한 일련의 국제인도법 및 인도주의적 정책에 관한 공개 행사에서 
정책입안자, 인도주의 분야 전문가 및 원조, 외교, 학계 인사들이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적 활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예전보다 더 많고 다양한 청취자들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
온라인 중계 및 제네바 휴머니테리움(Humanitarium)에서 사전 녹화한 
6개의 공개 웨비나에 전 세계 외교, 인도주의, 군 관계자 및 학계 인사 
3,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웨비나 시청 횟수는 4,900회를 기록했습니다. 

기후 문제, 성폭력, 도심 전쟁, 아동, 국제인도법 이행 등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선임 변호사 및 정책입안자 대상 온라인 국제인도법 과정에 비정부 
무장단체와의 대화에 관한 웨비나가 포함되어, 해당 웨비나에 총 640명이 
참석했으며 시청 횟수는 500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도주의적 접근에 관한 온라인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구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팬데믹 맥락의 대테러 법률 제정 
및 제제에 관한 공개 웨비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부, 국제기구, 
NGO 및 적십자사에서 총 780여명이 참석했으며 2,800회의 시청횟수를 
기록했습니다. 

ICRC가 운영하는 세 개의 국제인도법 데이터베이스(조약, 비준 국가 
및 주석 데이터베이스, 국제인도법의 관습법 데이터베이스, 국가별 
이행 데이터베이스)는 열람 횟수를 380만을 기록하며 ICRC의 법 관련 
디지털 자료 중 가장 폭넓게 참고 및 활용되었습니다. 

ICRC라는 기구로서 맞서게 되는 도전과제 중 하나는 분쟁 가담자의 행동과  
이들의 국제인도법 존중 수준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분쟁 중, 특히 도심 지역 

분쟁은 ‘전쟁법에 대한 존중이 제고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ICRC는 현장에서 군 지휘관들 사이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든 법과 정책에 입각한 개입을 하는 것이든, 전쟁 당사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미닉 스틸하트(Dominik Stillhart) ICRC 운영국장 
블로그의 ‘현대의 무력충돌: ICRC 국장과의 담화 

(Contemporary armed conflict: A discussion with two ICRC directors)’에서 발췌

“

”

https://cil.nus.edu.sg/event/cil-icrc-webinar-on-armed-conflict-and-the-environment/
https://cil.nus.edu.sg/event/cil-icrc-webinar-on-armed-conflict-and-the-environment/
https://ihl-databases.icrc.org/ihl
https://ihl-databases.icrc.org/ihl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home
https://ihl-databases.icrc.org/ihl-nat
https://ihl-databases.icrc.org/ihl-nat
https://www.icrc.org/en/document/guidelines-protection-natural-environment-armed-conflict-rules-and-recommendations-relating
https://www.icrc.org/en/document/guidelines-protection-natural-environment-armed-conflict-rules-and-recommendations-relating
https://intercrossblog.icrc.org/intercross-icrc-podcast-episodes/episode-114-contemporary-armed-conflict-a-discussion-two-icrc-directors#sthash.s9rDMEjT.d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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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의 협력 
각국 ICRC 대표단은 해당국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쳤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및 국제 사업을 진행하는 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ICRC와 적십자사 간의 중요한 협력 영역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능력 등 적십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적십자사가 독자적으로 혹은 ICRC와 연계해서 맡은 활동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적십자사와 현장에서 진행한 협력 사업 지출액은  
9,760만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ICRC는 우크라이나 적십자사 지부 두 군데에 전기 자전거를 제공했습니다. ICRC는 우크라이나 동부 접촉선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하는 왕진 간호사들이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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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승달 모양의 표장을 사용하는 이슬람권의 적십자사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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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상황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이들이 이미 직면한 어려움을 배로 
가중시키는 위협적 요소였습니다.

ICRC는 현장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를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키고 글로벌 위기 상황이 초래하는 긴급하고 장기적 필요 
사항에 맞춰 활동을 조정하였습니다. ICRC에 부여된 특수한 
임무와, ICRC의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접근, 그리고 
오랜 현장 활동 경험과 모든 진영의 핵심 인사와 맺고 있는 대화 
관계로 인해 ICRC는 신속히 행동할 수 있었고 적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 정부 통제권이 아닌 곳과 일부 구금시설 
등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몇 없는 이러한 지역에  
ICRC는 지원을 집중시켰습니다.

ICRC는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현장 활동의 지속성과 
직원 및 협력 파트너들의 건강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 셋업과 업무 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필수 의료 시설 지원, 
구금시설 내 질병 예방 및 관리, 깨끗한 물과 생필품 제공 및 위생 
여건 개선, 가족 찾기, 안전하고 존엄한 유해 관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보호 증진 및 응급 처치 지원 등 ICRC가 가진 전문성을 
중심으로 팬데믹 특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활동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고 재편 혹은 폐지되었지만 
ICRC의 임무에 입각한 핵심 활동이자,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코로나19

1. 나이지리아. 유해 관리 교육
2. 모잠비크. 실향민들을 위한 구호품 배급소에 마련된 손 세척장
3. 예멘. 아덴(Aden)의 코로나19 치료 센터 
4. 파나마. 이주자들을 위한 보호소에서 제공하는 가족 찾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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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분쟁, 폭력 및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적 충격으로부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ICRC는 존엄을 갖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 제한 및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ICRC의 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et.ext.icrc.org/applic/extranet/rexdonors.nsf/ViewContent.xsp?cat1=2020&cat2=Annual+Report&query=covid+bri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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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현장 예산 19억 1,000만 스위스 프랑과  
본부 예산 2억 4,650만 스위스 프랑을 합한  
초기 예산 21억 6,000만 스위스 프랑으로  
2020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연 중 여러 지역에서 긴급 현장 대응이나 활동 조정,  
그리고 특정 본부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총 예산은 22억 1,0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ICRC 내 혁신을 함양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310만 스위스 프랑이 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후 ICRC는 사업을 조정하고  
자원을 재배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 
건실함을 유지했습니다. ICRC는 팬데믹의 즉각적인 
영향과, 나아가 전염병의 대유행이 지역사회의 기본 
서비스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11억 9,0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수정된 어필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어필은 ICRC의 2020년 초기  
예산 범위 수준 내 머물렀습니다. 

예산

초기 예산
21억 6,000만 
스위스 프랑

최종 예산
22억 1,000만 
스위스 프랑 

현장
19억 1,000만 스위스 프랑

본부
2억 4,650만 스위스 프랑 

현장
19억 5,000만 스위스 프랑 

본부
2억 6,230만 스위스 프랑

예산 증액
3,330만 스위스 프랑

수정된 코로나19 어필 
12억 스위스 프랑

예산 증액
1,580만 스위스 프랑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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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률 = 지출 총액/최종 예산 x 10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활동상 제약과 조정 사항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2020년 사업 
이행률은 87.3%로 마감됐으며 총 지출액은 19억 3,000만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총 지출
(현금, 현물 및 서비스)

19억 3,000만 
스위스 프랑

87.3%
이행률3

현장 활동
16억 9,000만 스위스 프랑

본부
2억 4,406만 스위스 프랑

혁신
155만 스위스 프랑

이라크. 경제적 자활 목적으로 ICRC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자국 및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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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지역별(지리적 구분) 사업 부문별

중근동 원조

아시아 태평양 예방

유럽과 중앙아시아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

아메리카 일반

재정 

510.8 1,080.3

687.8 328.2

243.4

132.5

111.9 18.0

아프리카 보호41% 19%

30% 64%

14%

8%

7% 1%

6%97.6

10%162.4

총 현장 지출
16억 9,000만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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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출 기준 주요 활동 15개 지역
단위: 백만

시리아 155.6

아프가니스탄 72.5

이라크 99.6

레바논 53.9

말리 48.2

예멘 115.5

소말리아 64.9

나이지리아 81.9

리비아 52.0

이스라엘과 점령 지역 46.8

남수단 113.3

우크라이나 63.8

콩고민주공화국 78.7

미얀마 51.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7.6

스위스 프랑 유로4달러4

재정 

4. 환율: 1달러 = 0.943 스위스 프랑, 1유로 = 1.071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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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여 총액 
18억 7,000만 스위스 프랑 
현금·현물·서비스를 포함한 본부와 현장 통합 수치 

2020년 기여금

1,634.6 (87.5%)
정부

122.7 (6.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62.1 (3.3%)
민간 부문

29.1 (1.6%)
각국 적십자사

6.9 (0.4%)
공공 부문

11.9 (0.6%)
국제기관 및 초국가적 기구 

재정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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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여
지정 기여(earmarking)는 후원자들이 ICRC의 특정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여금 배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지정 혹은 유동적 지정 형태의 유연한 기금 정책은 ICRC에게 부여된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거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ICRC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원을 
배치하고, 장기 분쟁에 지속적으로 대응 활동을 펼치며 법적, 정책적 참여를 포함한 예방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유연한 기여는 정치적 혹은 언론의 관심도와 관계없이 인도적 

필요사항 발생 시 ICRC가 해당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 ICRC가 현장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기여 덕분입니다. 활동 
유연성을 지키고, 기여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ICRC는 매년 총 기여금의 40%를 
비지정 기여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그래프는 2020년 ICRC가 받은 현금 기여 중 지정 기여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237.6 (12.8%)
구체적 지정  
현금 기여

431.9 (23.3%)
비지정 현금 기여

554.1 (29.9%)
유연한 기여 

0% 100%

1,063.0 (57.3%)
특정 국가로 제한된  
지정 현금 기여

122.2 (6.6%)
유동적 지정 현금 기여 

2020년 현금 기여 중 지정 기여 비중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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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중요한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ICRC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여는  
세계 곳곳 전쟁과 폭력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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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Resource Mobilization Division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resourcemobilization@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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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의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ICRC는 또한 국제인도법(IHL)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알리고 강화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 

(국제적십자운동)의 기원이며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사태 중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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