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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AND FIGURES
2021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숫자로 보는 연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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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7

100 

over

100

2021 ICRC

��,���명의 직원

���개의 
대표단 및 임무단

���여개의 활동 국가

ICRC 

ICRC 

ICRC 

ICRC 

본 문서에 적용한 경계선, 명칭 및 지명은 ICRC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지 않으며, 언급된 영토의 주권 
주장에 관한 어떠한 편견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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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72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ed Cross Messages, RCMs) 수

이 중 18,374 건은 피구금자로부터 접수

6,722   
ICRC에서 피구금자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통화한 횟수

135,198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 수

이 중 13,265 건은 피구금자에게 전달

6,149   
ICRC의 지원으로 가족 면회가 허용된 피구금자의 수

1,651,904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사태, 이주, 구금 및 기타 상황에서 
헤어진 가족 간 전화 및 영상 통화를 지원한 횟수

2021 (ICRC)  - FACTS AND FIGURES | 

가족 찾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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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6
신규 등록된 추적 요청 대상자 수

국제적십자운동 가족 찾기 웹사이트에 새로 이름이 등재된 사람의 수
9,740 

8,744
생사여부 혹은 소재가 파악된 사람의 수

1,270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족과 재회한 사람의 수

1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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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찾기
보호

����년말 기준 아직 진행 중인 추적 건 수 
                   39,297이 중                    명은 실종 당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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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년말 기준 
아직 가족 찾기가 진행 중인 아동의 수

2,298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헤어진 신규 등록 아동의 수

918 명은 여아

76 명은 징집 해제된 아동

이 중

1,185
가족과 재회한 아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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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4   
이송·송환된 유해의 수

1,402  
이송·송환된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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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찾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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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가 방문한

889
구금 시설의 수

731,112 
피구금자 수

25,675
ICRC에서 개별적으로 방문·관찰한 피구금자의 수

943여성             명, 미성년자             명938

95전쟁포로         명, 민간인 피억류자            명 952
및 기타1

이 중

1.

2021 (ICRC)  - FACTS AND FIGURES | 

피구금자 방문
보호

73 개 지역에서 방문한

����년에 처음으로 등록되어 ICRC에서 면회한 

피구금자는                    명14,415 

제네바 제�협약에 명시된 기타 분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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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484   
식량 배급, 현금 지급, 상품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은 사람의 수

이 중                           명은 국내 실향민22,072,266

6,243,626   
곡식 재배, 어업 혹은 가축 사육을 위한 
물질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형태로 식량 생산 원조를 받은 사람의 수

이 중                           명은 국내 실향민1,411,660

4,647,523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요, 매트, 취사도구 및 위생 키트와 같은 기본 생활 용품을 지원받은 사람의 수

이 중                           명은 국내 실향민3,177,4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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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안전
원조

국내 실향민(자국내에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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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99   
생계 향상 및 취업 기회 증대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기술 훈련,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

이 중                     명은 국내 실향민40,429

1,578,840   

이 중                       명은 국내 실향민6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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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안전
원조

소득보조금 프로젝트, 창업 지원금, 소자본 사업을 위한 
종자돈, 장비 혹은 원자재 지원, 그리고 가계 소득을 
보호·복구 혹은 증대하기 위한 기타 지원의 수혜자 수



709
ICRC에서 의료 물품·장비, 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차보건의료 센터의 수

14,251,421
평균 진료 인구

2,183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을 받은 의료시설의 수

741,367
출산 전 상담 건수

230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을 받은 구금시설의 수

8,179,766
치료 상담 건수
(아동:         , 여성: 30% 25%) 

21,000,000
ICRC의 지원으로 접종 완료한 
코로나�� 백신 도즈의 수3

2,588,568
만 �세 아동용 포함 
ICRC에서 제공한 백신 도즈의 수

2,867,444
코로나�� 정보공유 세션 
참가자 수

일차보건의료

코로나��

3. 국가 백신 접종 및 배포 지원, 적십자사 지원, 접근 어려운 지역 백신 전달(last mile 캠페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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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원조



ICRC는 피구금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함은 물론 구금시설 내 의료 환경을 살핍니다.
피구금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347
개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의료품 기증 및 기술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135
개의 교도소 의료시설에 제공했습니다.

ICRC는 만성질환자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해 
전원(referrals)이 필요한 자 등 치료가 필요한 피구금자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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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원조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명을 위해 진행된 응급처치 교육 세션의 수

20,801
무기에 의한 부상으로 수술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의 수

53,863
부인과/산과 입원 건수

151,461
무기로 인한 부상 및 기타 치료를 위해 수술을 집도한 횟수

2,764
54,198

4,417,322 
상담 건수

이 중           개 병원에서 ICRC 직원이 현장 지원을 하거나 활동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109

병원 서비스 및 응급처치

679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 발생 시 지원받은 병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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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원조



이 중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명

신체적 재활

318
ICRC 지원 신체재활 프로젝트 수4

4. 프로젝트에는 신체재활센터, 부품 공장 및 훈련 기관 등 포함
5. 반복 수혜자를 포함한 월별 축적 데이터

842,510
물리치료 세션 진행 횟수

9,528
보급된 휠체어 
또는 
자세 보조 장치의 수(대부분 현지 제작)

365,846
신체재활 지원 수혜자  수5

▶
30,172

22,231
제작 및 전달한 의수족 장치 수

123,098 
제작 및 전달한 보조기 수

146
ICRC 지원 신체재활센터 수

10,836
사회적 통합 이니셔티브 참여자 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1,975

직업 훈련
385

스포츠 활동
3,773

교육
1,628

소자본 사업 
이니셔티브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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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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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됐습니다.

30,996
실종자 가족,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및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556
피구금자

3,718
신체 기능 약화 혹은 영구적 손상으로 ICRC 지원 병원과 신체재활센터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수

3,796
심리사회적 지원 및 기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의료진 및 초동 대응 인력 등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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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원조



37,082,898
식수, 개관용 혹은 가정용으로 깨끗한 물을 얻고, 
환경 오염에 대한 노출이 감소 및 생활 환경이 개선된 사람의 수

민간인(거주민, 국내 실향민, 귀환민, 난민)                           명

피구금자                      명

36,717,941

3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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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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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와 거주지
원조



52ICRC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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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됐습니다. ICRC는 국제 지뢰 행동 표준과 조정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합(UN) 및 NGO와 협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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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인한 
오염

원조



예산

6.에티오피아, 수단, 이스라엘과 점령지, 이란 내 활동 위한 증액

현장 및 본부 활동 포함 전사적 혁신을 도모하는 이니셔티브

본부
�억 �,���만 스위스 프랑(약 �,���억 �,���만원)

혁신7

���만 스위스 프랑(약 ��억 �,���만원)

현장
��억 스위스 프랑(약 �조 �,���억원)

예산 증액6

�,���만 스위스 프랑(약 ���억 �,���만원)

7.

����년 최종 예산

��억 �천만 스위스 프랑
(약 �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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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TOTATAT L 2021 EXPENDITURE  
(IN CASH, KIND AND SERVICES) 

CHF 1.97 BILLION

����년 총 지출액
(현금, 현물 및 서비스)

��억 �,���만 스위스 프랑

8.

83.5%
총 이행률8

현장
��억 �,���만 스위스 프랑

본부
�억 �,���만 스위스 프랑

혁신
���만 스위스 프랑

현장 활동 이행률: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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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정

이행률 = 지출 총액/최종 예산 x ���



아프리카
727.9 (42%) 

중근동
493.4 (29%)

아시아 태평양
235.6 (14%)

원조
1,114.1 (64%)

보호
331.1 (19%)

예방
157.2 (9%)  

유럽과 중앙아시아
154.7 (9%)

아메리카
118.3 (7%)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
105.1 (6%)

일반
22.3 (1%)

지역별(지리적 구분)

사업 부문별

현장 지출 총액
��억 �,���만 스위스 프랑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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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출 내역
재정



��개 주요 활동 지역

150.6

112.5

107.1

93.7

80.5

79.0

75.5

73.0

69.0

57.8

시리아

예멘

남수단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년 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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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93.3%

민간·공공 부문
4.1%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
1.6%

초국가적 기구 및 국제 기관
1.0%

후원자/파트너로부터 받은 기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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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재정

����년 기여 총액
(현금, 현물 및 서비스)

��억 �,���만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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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정보는 ����년 ICRC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례 보고서(영문)는                      사이트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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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무력충돌과 

기타폭력사태의피해자들의생명과존엄을보호하고이들에게원조를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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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원칙을알리고강화하여사람들의고통을예방하기위한노력도펼치고 

있습니다. ����년에 설립된 ICRC는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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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