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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년부터 수도 주바에 주재하며 활동해온 ICRC는 ����년 중반에
남수단 대표단을 개소했습니다. ICRC는 남수단에서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국제인도법과 기타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라 보호받고, 의료 서비스 및 신체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전한 식수와 긴급 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쟁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함은 물론 이들이 헤어진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분쟁과 관련하여 구금된 사람들을 방문하고
정부 당국과 무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CRC는 또한 남수단 적십자사를 지원하고, 필요시
남수단 적십자사와 협력 활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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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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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핵심 성과/제약

• ICRC는 폭력과 대홍수로 인해 대거 발생한 실향민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농업, 어업 및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병약자들이 ICRC가 지원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ICRC의 식수와 위생 프로젝트로 이들이
제공받은 깨끗한 물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ICRC 외과팀은 ICRC가 지원 중인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많은

수술 환자들이 ICRC의 도움으로 집단 간 폭력사태 현장에서 병원으로
항공 이송됐습니다.

•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ICRC가 지원하는 재활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ICRC는 스포츠와 생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 영양실조 발생 비율이 높은 구금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은 ICRC가
지원하는 교도소 내 진료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무기 소지자들은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ICRC는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 성폭행, 아동
모병은 모두 명백한 불법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지출(단위: 스위스 프랑)
보호
지원(원조)
예방
적십자사와의 협력
기타 일반

이행률

지출/예산

직원

모바일(현장 파견) 직원
현지 직원(일용직 제외)

합계
간접비(합계에 포함)

우간다

15,429
79,782
6,160
5,017
680
107,068
6,513
84%
179
924

ICRC 부대표단

ICRC 사무소/주재

보호

민간인
가족 찾기 서비스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CM) 수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RCM) 수
가족간 통화 지원 횟수
생사여부 확인 혹은 소재가 파악된 사람의 수
이산가족 재회 건수
이 중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UAMs)/가족과 헤어진 아동(SC) 인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ICRC 현장방문
방문한 구금 시설의 수
방문 구금 시설에 억류된 피구금자의 수
개별적으로 방문 및 관찰한 인원
방문 횟수
가족 찾기 서비스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CM) 수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RCM) 수
피구금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가족과 통화한 횟수

원조

민간인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식량 생산
현금 지원
생활 여건 개선
역량 강화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환경 개선
보건
지원 보건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생활 여건 개선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환경 개선
부상자와 병자
의료 서비스
지원 병원
신체 재활
지원 프로젝트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환경 개선

합계
2,002
800
46,068
683
25
10

29
7,102
79
125
28
7
2

����년 목표

달성 수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228,000
399,000
5,650
252,000
178

206,388
571,356
6,460
278,285
167

수혜자 수

266,600

337,154

31

22

수혜자 수
수혜자 수

2,500
5,000

2,736
18,742

수혜자 수

1,490

4,745

시설 수

2

2

건수

6

4

561

520

시설 수

침상 수

����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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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년 정부와 야당이 맺은 평화협정에 따라 ����년에 구성된 과도 연립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한 무력단체와
정부군 간의 전투가 에콰토리아(Equatorias) 지역에서 전개됐습니다.
부족 간 긴장 상황 및 가축과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 등이 집단 간
폭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특히 종글레이(Jonglei), 레이크스(Lakes),
유니티(Unity), 어퍼나일(Upper Nile) 및 와랍(Warrap) 주와 피보르(Pibor) 행정 구역에서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폭력 상황으로 부상자, 사망자 및 실향민이 발생했고 집과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소형 무기와 경무기의 확산으로 집단 간 폭력 사태가 더욱
치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됐으며 이미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사회에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무장 청소년의 무기를 수집하기 위해
����년에 시작한 무장 해제(Disarmament) 절차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간 지속된 무력 충돌과 기타 폭력 상황으로 인해
실향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유엔은 인접국에 약 ���만 명의 남수단
난민이 있고 남수단 내에는 약 ���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월에 시작되어 ��월까지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이어진 대규모 홍수로
실향민이 대거 발생하고 농작물이 파괴됐으며 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대략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수단인들이 식량난을 겪고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보건·구호 활동가 공격, 학교 점거, 성폭력 등 무기 소지자의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분쟁, 구금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곳곳에 흩어진 가족들 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ICRC의 행동 및 성과

불안정한 치안, 코로나�� 대유행 및 광범위한 홍수로 인한 물류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CRC는 무력충돌과 집단 간 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ICRC는 민간인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했으며, 기밀 대화를 통해 정부
당국과 무기 소지자들에게 국제인도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및 지역 사회와의 상호
작용으로 ICRC에 대한 수용과 지지를 확대했으며, 이는 폭력 피해 지역
및/또는 외딴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ICRC는 남수단 적십자사와 함께 폭력 및 홍수로 실향민이 발생한 지역,
특히 다른 인도주의 기구가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긴급 구호를 제공
했습니다. 또한, 특히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이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물질적, 기술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ICRC는 사람들이 필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지자체 및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농촌과 도시의 수도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축했으며, 이로써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질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적십자사와 ICRC에서 교육받은 초동
대응자(ﬁrst responders)들이 부상자를 돌봤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ICRC에 의해 ICRC 외과 팀이 있는 병원으로 항공 이송됐습니다. ICRC가
지원하는 기초 보건의료 센터, 병원, 신체 재활 센터에서는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ICRC는 물, 전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수리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ICRC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포함한 폭력
피해자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ICRC에서 훈련받은 상담사로부터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ICRC는 폭력으로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중단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ICRC는 접근이 허용된 구금 시설을 방문하여 구금자의 처우 및 생활
조건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지침을 전달했으며, 구금 시설의 제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음식, 비누, 담요 및 기타 필수품 기부, 식수 및 위생
시설 수리 등의 지원은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프고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들은 ICRC가 지원하는
교도소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력, 구금, 전염병 관련 이동 제한 또는 기타 상황에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ICRC를 포함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은 가족 찾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습니다. ICRC는 정부 당국이 실종자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을 방지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사망자 유해 관리 업무 관계자와 기관이 유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서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ICRC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국내실향민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African Union Convention on IDPs) 및 기타 국제 법규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전문적 지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무기
소지자들은 ICRC 설명회와 교육 세션에 참여해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수단 적십자사와 ICRC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적십자운동의 활동을
대중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라디오, 소셜 미디어, 설명회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ICRC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적십자사는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ICRC로부터 받았습니다.

민간인

정부 당국과 무기 소지자에게 민간인 보호 관련 우려 사항 제기

ICRC는 지역사회 지도자, 지자체 및 무력충돌과 집단 간 폭력사태를 겪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남수단의 인도적 상황을 관찰하고
우려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남수단 정부 당국,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등의 기구와 회의를 갖고 난민, 국내실향민 및 기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CRC는 대화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모든 분쟁 관련 당국과 무기
소지자에게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와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그들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호, 난민·국내실향민·귀환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의무와 실종자의 생사여부 확인 의무 및 성폭력, 소년병 징집 등의
학대를 방지할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ICRC의 교육 세션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국제인도법 및 인도주의적 원칙에 대한 무기 소지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행사자 부분 참조).
ICRC는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징집 해제 아동, 실종 가족, 무기
소지자에게 납치된 적이 있는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아래 참조)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이 정부 기관, NGO
및 구호 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폭력 피해 지역
�곳에서 실시된 ICRC 워크숍에서는 지역 원로 및 종교 지도자, 부모, 교사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폭력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위협에 대한 지역

남수단

당국과의 소통,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교사 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ICRC로부터 조언을 제공받았습니다.
ICRC는 과거에 폭력으로 운영이 중단된 학교들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ICRC에서 제공한 지원
물품들로 한 외딴 지역 주민들은 �개의 임시 학습 공간과 손 세척대를
설치해 약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정식 건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연말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ICRC는 약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그리고 약 �,���명의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포함한 위생 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는 빈곤 가정 학생들의 학교 등록률을 높이는 데 기여
했습니다. 총 ��명의 교사가 분필과 기타 용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 중
��명은 교육학, 교직원 행동 강령, 기본 상담 및 기타 주제에 대해 ICRC
에서 마련한 재교육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ICRC는 �개 학교에 책상 ���
개를 기증했습니다. �개 지역에서 ICRC가 동원한 학부모-교사 협회와
지역사회 리더들이 �월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정비했습니다.
ICRC는 남수단 적십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ICRC 보호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도적 원칙과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포함한 폭력 피해자 지원 시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ICRC의
교육을 받은 적십자사 자원 봉사자들이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약 ��,���
명이 성폭력 문제와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개념, 음주와 가정 폭력, 아동 보호와 같은 주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ʻ분쟁 중 성폭력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ﬂict)’을 맞아 ICRC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ICRC가 지원하는
모든 보건소에 노출 후 예방제¹(post-exposure prophylaxis) 가 구비
되어 있음을 알리는 정보 공유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ICRC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폭력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와 생계 지원 제공

불안정한 치안과 하반기의 코로나�� 대유행 및 홍수로 인한 물류 차질에도
ICRC는 적십자사와 함께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폭력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활동에는 코로나�� 예방 조치가 통합됐습니다.
ICRC는 중앙 에콰토리아(Central Equatoria)의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 종글레이(Jonglei) 및 기타 지역의 집단 간 폭력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대홍수 피해 지역민 중에서도 특히 다른
인도주의 단체가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긴급 배포했습니다. 또한 비수기 농가에 식량을 전달함으로써
종자로 이용할 씨앗을 식량으로 사용하거나 농기구를 식량으로 물물
교환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ICRC는 총 ��,���
가구(���,���명)에 식량을 제공했고, ��,���가구(���,���명)에 위생
키트, 제리캔, 모기장, 침낭, 취사용품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ICRC는 ��,���가구(���,���명)를 지원하여 이들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약 ��,���가구가 긴급
상황에서 운반이 용이한 휴대용 낚시 도구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
년에 ICRC의 지원을 받았으나 악천후로 농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농가를
포함하여 약 ��,���가구가 ����년에 ICRC가 제공한 종자(옥수수,
오크라, 호박, 수수 등)와 기구로 작물과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이 중
��,���가구에는 다른 종류의 식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낚시 도구도
제공되었습니다. 약 ��,���개의 농가 및 목축 가구가 가축 예방접종 또는
질병 치료 캠페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축산부와 ICRC가 주최한
본 캠페인은 약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PEP(post-exposure prophylaxis)는 HIV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EP는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HIV에 노출된 후 ��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기반 동물 보건 종사자 총 ���명이 재교육 세션에 참석하고
수의학 키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언급한 가축 예방
접종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포함한 폭력 피해자, 실종된 가족,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여성 가구주 등 총 �,���명의 사람들이 ICRC로부터
소규모 창업, 판매용 작물 재배 혹은 공동 채소밭 경작을 위한 현금 보조,
물품 및 교육을 제공받았습니다.

실향민과 취약 커뮤니티에 깨끗한 물 제공 통한 질병 예방

ICRC의 활동은 상반기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하반기의 광범위한 홍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직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약 ���,���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ICRC와 남수단 적십자사의 홍수 관련 긴급 대응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ICRC는 농촌 지역에서 우물을 시추해 급수소를 마련하고 핸드 펌프를
설치하거나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급수소는 지역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물을 길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이나 납치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바에서 ICRC는
아직 물 공급망에 연결되지 않은 가정(약 ���,���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트럭을 위한 트럭용 급수대를 마련하고 이를 당국에 양도했습니다.
약 ��,���명의 사람들이 다른 두 도시 지역의 태양열 발전 급수 시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ICRC는 적십자사 봉사원, 물 관리 위원회 및 관련
기술자를 대상으로 물 관리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적십자사는 ICRC가 기부한 물 정화제와 정수기를 홍수 피해 지역(약
��,���명)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약들로 인해 계획보다 적은 수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약 ���명이 ICRC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태양열 발전 급수 시설을 통해 공동 채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 경찰
보호 시설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ICRC의 지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ICRC가 지원하는 ��개 보건소(아래 참조)의 화장실, 상수도 시스템,
소각로 및 기타 폐기물 관리 시설의 수리를 포함한 기반 시설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 상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설사 호소 환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
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앞서 설명한 농촌 지역 물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국내실향민, 귀향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

ICRC는 보건 당국, 남수단 및 캐나다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폭력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ICRC의 지원으로 ��개 보건소에서 약 ��,���건의 산전 검진과 약
���,���건의 말라리아, 설사, 결핵, 영양실조 및 성병 관련 치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소아마비, 홍역, 파상풍 등의 경우
���,���회 접종) 실시로 유아, 어린이 및 임산부의 질병률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ICRC는 의료인,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ʻ위험에 처한 의료 서비스(Health Care in Danger)’
이니셔티브의 목표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여 의료 서비스를 찾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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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앞서 언급한 보건소들에 의료 물품과 장비를 제공하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및 종합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ICRC가
지원하는 모든 보건소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움을 제공했으며,
직원 교육을 비롯해 마스크, 장갑 및 손 소독제 등의 물품 기부가 포함
됐습니다. 모든 보건소에는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치료를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정부 당국와 무기 소지자의 사망자 유해 관리 지원

ICRC가 지원하는 기초 보건의료 센터, 병원 및 신체 재활 센터에서 ICRC
교육을 받은 상담사(일부는 적십자사 자원 봉사자)는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피해자/생존자, 부상자 등의 회복을 도왔으며 장애인들의 심리적
고통 대처를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료 시설에서 혹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중 실시된 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상담 서비스와 코로나
�� 대응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ICRC는 설명회를 열고 정부 당국, 무기 소지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해 식별을 위한 시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션에서는 사망자 유해
관리의 기본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ICRC는
영안실을 모니터링하고 영안실 직원들과 시신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시신 가방, 마스크 및 장갑을 제공
했습니다. 아울러 주바 대학 병원(Juba Teaching Hospital)의 영안실
(수용력: 시신 ��구)을 개조하여 추가 냉장보관고 설치 공간을 마련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가족 찾기 서비스로 이산 가족 재회

사람들은 ICRC를 비롯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제공하는 가족 찾기
서비스를 통해 다시 가족과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명의 행방이
파악됐으며 그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ICRC의 지원으로 ��명
(어린이 ��명 포함)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ICRC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년 이산가족 상봉 참여자를 포함하여 가족과 재회한
사람들과 징집 해제 아동을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방문했습니다. ���가구가
자녀의 학교 교육을 위해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생필품 구입을
위한 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개의 적십자 메시지(RCM)가 접수되었고 ���개가 전달 되었
습니다. 국내실향민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ICRC와 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집단 간 폭력사태, 구금, 이주, 전염병 관련 이동 제한 및 기타 상황으로
헤어진 가족들 사이에서 약 ��,���건의 전화 통화를 주선했습니다. 약
�,���개의 국내실향민 가구에 전화 선불 크레딧이 제공되어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ICRC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공식 문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ICRC의 조정작업의 결과로 남수단 교육부는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 학생과 교사를 인증하는 증명서(우간다 참조)를
발급해주게 됐으며, 이로써 남수단 난민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RC를 비롯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교육 및 재정적·
물질적 지원으로 적십자사에서는 폭력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실향한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적십자운동이 제공하는 가족 찾기 서비스와 대규모 인구
이동 중 인산 가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ICRC는 대화,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실종자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을 방지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실종 사건 해결과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정책적 틀의
개발을 옹호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워킹 그룹에
전문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ICRC는 당국과 실종자 가족을 위한
원탁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설명회를 열며, 실종자 가족이
처한 곤경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ICRC는 실종자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과 이들의 대처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실종자의 가족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실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실종자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지원 그룹
결성(����년 예정) 계획에 통합될 것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가족 중
일부는 ICRC 경제적 안전 프로젝트에 회부되었습니다.

����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합동 부처 운영위원회(inter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는 비공식적인 자격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
발생 시 유해 관리를 감독했습니다. ICRC는 본 위원회에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지위와 책임을 공식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ICRC는 또한 남수단 적십자사에 시신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ICRC는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억류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국 및 무기 소지자들과 ICRC의 업무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간 또는 군 교도소 수감자와 무장단체 및 유엔남수단
임무단(UNMISS)에 의해 억류된 사람들을 방문하고 ��명을 개별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또한, ICRC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약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통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제공했습니다.
피구금자의 처우와 생활 조건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ICRC는 구금 현장 방문 시 관찰한 내용과 피구금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관련 당국과 무기 소지자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피구금자들은 ICRC의 가족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연락을 유지
했습니다. ICRC에 추적 요청을 제출한 가족을 위해 ICRC는 관련 당국과
무기 소지자에게 구금되거나 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약 ��건의 추적 사례가 해결되었고 가족들에게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구금 시설 �곳에서 구금자들이 ICRC가 빌려준
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약 �,���건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한 외국인 피구금자는 ICRC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남수단 국가 교도소 관리국(National Prisons Service, NPS)과 ICRC
는 NPS의 연례 회의 및 다른 계기를 통해 교도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ICRC는 NPS와 재정부 및 내무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NPS가 교도소에 식량을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영양사 팀과
엔지니어는 ICRC와 협력하여 NPS 교도소의 영양 프로그램과 유지 관리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했습니다. NPS와 ICRC가 주최한 세 차례의
원탁 회의에서 남수단 �개 주의 사법 및 구금 당국은 피구금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적용으로
한 교도소에서 일부 미결 수감자들이 석방되었습니다. ICRC는 피구금자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을 교육하고 명부 노트를 기부하여 군 교도소 세 곳의
기록관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ICRC는 보건부와 NPS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구금자들의
필요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뤄줄 것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함께 요청했습니다. 보건부와 다른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남수단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을 수립했고, ��
월에 NPS는 형사 기소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PS의 결정에 대해 ����년 연말 현재
내무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NPS, 교육부 및 ICRC는 주바 교화소에서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ICRC가 마련한 교실에서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
했으며, 총 ��명의 청소년들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구금자의 보건 서비스 접근 및 처우 개선

국가 보건 시스템에 구금시설 내 의료를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보건부 및 내무부와 ICRC 간의 대화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ICRC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피구금자를 포함하는 것을
계속 옹호했으며 연말에 보건부와 WHO의 예방접종 캠페인이 �개의
교도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주바 중앙 교도소(Juba Central Prison)와 영양실조 비율이 높은 기타
두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ICRC가 지원하는 교도소 진료소에서 건강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다 전문적 치료나 특별 치료가 필요한 피구금자는 지역 보건
당국에 의뢰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명의
피구금자에게 영양실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보충식을 제공
했습니다. ICRC는 주바 중앙 교도소의 진료소에 수두 발생 억제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교도소의 진료소에는 실험실
장비, 명부 노트, 개인보호장비(PPE), 말라리아 검사 키트, 말라리아 및
옴 치료제, 미세 영양소 결핍용 비타민 등을 특별히 제공했습니다. 보건
담당 직원은 영양실조,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및 질병 관리에 관한
ICRC 교육에 참석했으며 피구금자의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툴 또한
제공받았습니다.
��개 구금 장소에서 총 ��,���명의 피구금자가 ICRC로부터 모기장,
수면 매트, 담요, 비누 및 기타 필수품을 전달받았습니다. �개의 민간인
교도소와 �개의 군 교도소에서 약 �,���명의 피구금자가 ICRC의 식수와
위생 프로젝트 덕분에 깨끗한 물과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 교도소의 유지보수 팀에 필요 도구와
자재를 지원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수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와 병자

ICRC가 지원하는 모든 병원과 신체 재활 센터는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ICRC는 직원을 위한 지침과
재교육을 제공하고, 손 세척대를 설치 또는 수리했으며, 개인보호 장비와
청소 재료를 기부했습니다.

부상자와 병자에게 필요한 치료 제공

남수단 적십자사와 ICRC에서 훈련을 받은 지역 자원봉사자와 무기
소지자를 포함한 초동 대응자들은 부상당한 민간인과 전투원을 치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응급 처치 훈련, 특히 훈련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명의
적십자사 직원, 의료 종사자, 무기 소지자 및 지역 사회 기반 자원 봉사자가
응급 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ICRC는 지역 보건 당국과 함께 운영하는 아코보 지역 병원(Akobo
County Hospital)과 ICRC가 수술 병동을 운영하는 주바 군 병원(Juba
Military Hospital)에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병원에서 ICRC 외과 팀은 부상자(대부분 총상 피해자) ���명의 수술을
포함하여 총 �,���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이 중 약 ���명은 ICRC에 의해
집단 간 폭력사태 현장에서 병원까지 항공편으로 이송됐습니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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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복 중인 환자에게 물리 치료를 제공하거나 ICRC가 지원하는 신체
재활 센터(아래 참조)에 의뢰하여 보다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코보 지역 병원에서는 총 ��,���건의 외래 환자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치료 및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HIV/AIDS 및 결핵 치료도 제공됐습니다.
ICRC는 앞서 언급된 병원에 의료 용품과 장비, 그리고 의사, 간호사, 약사
및 기타 직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의료
폐기물 관리, 감염 예방 및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자신의 권리와 책임, 의료 환경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 등 위험에 처한 의료 서비스 이니셔티브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약 ���명의 부상자,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그리고 장애인이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습니다(민간인 부분 참조).
ICRC는 위에서 언급한 두 병원(수용 정원: ��� 병상)의 병동과 약국 및
전기·수도·위생 시스템을 보수했습니다. ICRC에서 제공한 교육 덕분에
주바의 군 병원과 신체 재활 센터(수용 정원: �� 병상, 아래 참조)의 유지
관리 팀은 환자 수용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활 치료 및 사회 포용 지원

ICRC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부(Ministry of Gender, Child and Social Welfare)와 협력하여 주바, 룸벡 및
와우에 위치한 �개 신체 재활 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개 센터의 직원들은 외딴 지역을 ��회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센터의
서비스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센터로 향하는 도로의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신규 방문하거나 의수족 장치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해
재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년에는 와우에 새로운 신체 재활 센터를
건립하고 룸벡 센터의 유지 관리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 �,���명의 장애인이� ICRC가 지원 중인 �개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ICRC는 ���명의 환자와 ���명의 간병인의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부담했습니다. 또한 ICRC는 폭력 피해를 입은 외딴 지역 거주
장애인 ���여명을 주바로 항공 이송하여 그곳에 있는 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명이 주바 군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및/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 신체 재활 센터는 ICRC의 기술적, 재정적, 물질적
지원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ICRC는 의수족·
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기술 보조원, 사회 복지사/상담사, 그리고
장비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팀을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ICRC 장학금을 받는 �명의 학생이 보철/보조기 또는 물리 치료를
공부하고 있으며 ICRC가 지원하는 센터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ICRC와 여성아동사회복지부는 신체 재활 부문에 대한 국가 감독 위원회
설립에 관해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연말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CRC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약
���명의 장애인이 ICRC의 경제적 안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민간인
부분 참조). ICRC는 ����년 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현금 또는 비즈니스 기술 재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ICRC가 지원하는 신체 재활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명의 장애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현금, 학용품 및 기타 지원을
�.

월별 누적 합산 데이터로, 신체 재활 서비스 이용자가 중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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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습니다. 세 개의 휠체어 농구 팀(약 ���명)이 ICRC로부터 훈련과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인력 확보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해 절단 장애인
축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영향력 행사자

분쟁의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측의 당국, 지자체, 무기 소지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ICRC는 소수의 단체만 접근 가능한
이들을 포함한 폭력 피해자들을 남수단 적십자사와 함께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ICRC 직원은 설명회를 열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질의 응답을
시간을 가졌으며 ICRC의 지원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수집해 내부적으로
관련 팀들에 전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온라인 정보
캠페인 및 보도 자료 등 대중 소통을 통해 ICRC와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성범죄 피해자/생존자, 실종자 가족, 장애인 및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은 ICRC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종글레이, 중앙 에콰토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의
인도주의적 영향, 실종자 문제, 보건 이니셔티브 및 ICRC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ICRC는 적십자사에 홍보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남수단 적십자사의 법률 고문은 ICRC의 지원을 받아
벤티우, 종글레이 및 유니티 주의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적십자사의
활동과 인도적 역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사법 공무원과 학계를
위한 ICRC 교육 세션에도 참여했습니다.

무기 소지자, 국회의원 및 학계 대상
국제인도법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약 ���명의 군인과 무장단체 구성원이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약 ���명의 법집행 관계자가 인권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세션에서는 △성폭력과 미성년자 징집의 불법성, △의료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보호 존중, △사망자 유해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 촉진 등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명의 군 고위 장교가 국제인도법 고급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외 장교 ��명이 군축 절차 및 법 집행 작전에 적용되는 국내법 프레임
워크 및 국제 표준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ICRC는 남수단의 상황과 가장 관련 있는 국제인도법 조약(예: 국내
실향민에 관한 아프리카연합의 협약 및 무기 거래 조약)에 대해 사법부 및
입법부와 계속해서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과도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의회 위원회를 아직 조직하지 않아 대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안보 및 소형무기 통제국(Bureau for
Community Security and Small Arms Control)은 국내 소형 무기 및
경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 초안을 수립하는 데 ICRC의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국제인도법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방안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대학의 학생들은 ICRC에서
주최한 모의 재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ICRC의 후원으로 우승팀은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

남수단 적십자사는 남수단에서 활동하는 다른 국가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ICRC와 정기적으로 만나 인도적 활동을 조정하고
비상 사태 대비 계획의 세부사항을 조율했습니다. ICRC는 남수단 내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재정적 자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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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원의 동원과 관리, 구조 강화 및 지사의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ICRC 및 기타 국제적십자운동 파트너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적십자사는 ICRC로부터 가족 찾기 서비스, 사망자 유해 관리, 물,
위생 및 경제 안전 관련 프로젝트 이행, 초동 대응자를 위한 응급처치 훈련,
국제인도법 보급 및 국제적십자운동 활동 홍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지원, 치안 불안정 지역에서 ʻ보다 안전한 접근 프레임워크(Safer Access
Framework)’에 기반해 활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적십자사는 ICRC가 기부한 식량 꾸러미를
홍수 피해자 약 ��,���명에게 배포했습니다. ICRC는 또한 남수단
적십자사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 닿을 수 있도록 �륜 구동 차량,
자전거, 플라스틱 카누를 지원했습니다.

남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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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치와 지표: 보호
민간인

적십자 메시지(RCM) 및 가족과의 기타 연락 수단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CM)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RCM)
가족간 통화 지원 횟수
언론에 이름을 공개한 건수
재회, 이송 및 송환
이산가족 재회 건수
실종자를 포함한 추적 요청
신규 등록된 추적 요청 대상자의 수

완료된 추적 건수(추적 대상자의 생사 여부 및 행방 확인)
����년 말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추적 건수

합계

UAMs/SC3
21
4

2,002
800
46,068
280
25
6

이중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재회 요청 건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추적 요청 건 포함

이 중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추적 요청 인원
이 중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추적 요청 인원

753
216
683
270
5,384
2,644

징집 해제 아동 포함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UAMs)/가족과 헤어진 아동(SC)

56
10
5
190

적십자 메시지(RCM) 및 가족과의 기타 연락 수단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CM)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RCM)
피구금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가족과 통화한 횟수
ICRC의 지원으로 이송/송환된 구금 해제자 수
구금 증명서 발급 인원 수

소득 지원

생활 여건 개선

역량 강화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

�차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하는 보건소

평균 이용 인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소 서비스
진료 상담 횟수

592

678
징집 해제
아동

18

72

여성

79
67

이 중 신규 접수 인원

29

미성년자

303

438

여성
4
3

여아
1
1

남아
7
7

28
7
2
1
2
�.

민간인

식량 생산 지원

1,679

23
6

29
7,102
125

주요 수치와 지표: 원조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남아
117

1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개별 방문 및 관찰 대상 피구금자 수

여아
127

여아

ICRC 및 적십자사에서 신규 등록한 UAMs/SC의 수
ICRC 및 적십자사의 지원으로 가족과 다시 재회한 UAMs/SC의 수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UAMs/SC 포함
����년 연말 기준 아직 지원 중인 UAMs/SC의 수
서류
국경/전선을 넘어 전달된 공문을 수령한 사람의 수
ICRC 현장방문
방문한 구금 시설의 수
방문 시설의 피구금자 수
방문 횟수

여성
187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국내 실향민

이 중 정기적 지원을 받는 보건소

이 중 치료 목적의 상담
이 중 산전 치료 목적의 상담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시설 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가족과 헤어진 아동

합계

여성

아동

206,388
141,378
571,356
389,304
6,460
2,984
278,285
192,773
167
110

104,564
73,554
193,708
126,588
2,788
1,100
110,762
79,751
19
14

46,092
33,334
198,964
139,598
1,024
744
92,606
66,985
14
11

337,154
43,936

101,031
13,181

134,902
17,574

116,735

155,826

22
22
554,570
399,001
353,222
4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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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백신 제공

�차 병원 치료 의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중 �세 미만 아동 대상 폴리오 백신
이 중 산부인과 치료 의뢰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생활 여건 개선
역량 강화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활동
구금시설 내 의료 서비스
의료진이 방문한 구금 시설
의료진이 방문한 구금 시설 내 ICRC가 지원하는 진료소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시설 수
시설 수

부상자와 병자
병원
지원 병원

이 중 ICRC 직원이 현장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병원
ICRC 직원이 현장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술 입원
무기로 부상에 따른 입원
기타 부상에 따른 입원
수술 집도
비수술 입원
산부인과 입원
진료 상담

식수와 거주지

세션 수
참가자 수(월별 누적 데이터)

이 중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신체 재활 프로젝트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신체 재활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 수치는 정보 보호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설 수

아동

2,736
18,742
30

159
880

358
1,002
3

4,745

48

7
3

2
2

521
364
2,634
467
1,243
40,089

40

28

*
*

*
*

1,094

364

129
2,458
침상

(수용가능규모)

신체 재활
지원 프로젝트 수

의수족 제공
보조기 제공
물리 치료 세션 수
보행 보조기 제공
휠체어 혹은 자세 교정 기구 제공
사회 통합 프로젝트 연결 횟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

여성

464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

신체 재활 서비스를 받은 환자

환자 수

합계
153,689
81,839
6,760
687
1,859
63,325
341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ICRC에서 치료 비용을 부담한 환자의 수
응급 처치
응급 처치 교육

접종분

이 중 지뢰 혹은 전쟁 잔류폭발물 환자

520
4
3

월별

누적 데이터

유닛
유닛
유닛
유닛

4,571
*
484
291
9,133
2,839
284
306
256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