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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CRC는 ����년 돈바스 지역의 분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ICRC는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하거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펼치며 긴급 구호, 생계 지원,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ICRC는 물,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피구금자를 방문하여 이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종자의 생사여부 확인 작업 및 실종자 가족을 지원
합니다. 또한, 국제인도법 준수를 권장하고,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도우며 협력 활동을 펼칩니다.

연간 성과

ICRC 연간 목표/실행 계획 달성 수준

상

����년 핵심 성과/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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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과 ICRC의 업무에 대해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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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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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학 전문가들은 ICRC의 기술 지원과 개인보호 장비, 시신 가방, 호흡기

원조

•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ICRC와 적십자사로부터 구호 물품과 기타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아 긴급하고 장기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
습니다. ICRC의 기반 시설 프로젝트로 수십만 명의 물 접근성이 향상
됐습니다.

• 부상자, 병자 및 장애인은 코로나�� 백신 저온 유통장비(콜드 체인) 등

ICRC 지원 물자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 ICRC는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모든 당사자들에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며,
적대행위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삼가야 하는 의무를 상기
시켰습니다.
있는 교육 세션을 열었으며, 법 집행자를 대상으로 국제인도법 및 국제적
경찰 행동 기준에 대한 세션도 개최했습니다.
등 기타 물품 지원을 통해 유해 관리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 ICRC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적십자사가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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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률

지출/예산

직원

모바일(현장 파견) 직원
현지 직원(일용직 제외)

합계
간접비(합계에 포함)

11,745
50,604
2,918
3,319
394
68,980
3,812
95%
84
522

피구금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가족과 통화한 횟수
민간인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식량 생산 지원
현금 지원
생활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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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수와 거주지 환경 개선 1
1.

합계
4
2
606
26

26
17,880
79
39
4
1
10

����년 목표

달성 수치

25,260
19,925
22,257
64,203

38,397
20,638
15,463
69,733

1,114,646

957,470

61

60

수혜자 수
수혜자 수

2,640
14,210

23,263

수혜자 수

7,855

13,519

31

52

6

7

3,125

1,523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시설 수

시설 수
건수
침상 수

운영상 제약과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해당 표의 수치는 정확한 활동 규모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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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년 돈바스는 계속해서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상반기에
적대 행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의장을 맡고 있는 ʻ�자
우크라이나 접촉 그룹(Trilateral Contact Group on Ukraine)’의 틀
내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사람들은 적대 행위,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ERW)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전투로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겼으며 기본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검역 및 방역 지침으로 인해 필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군대 사이의 경계인 접촉선 (line of contact)을 가로지르는 통로는 두
지역을 건너는 교차점(Crossing point)의 이용제한 및 이동제한으로
인해 계속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년 기준) 이로 인해 생활
보조금 수령, 친척 방문, 공문 수령 등의 목적으로 접촉선을 건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적대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금
됐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분쟁 관련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ICRC의 행동 및 성과

ICRC는 ����년에도 돈바스 지역의 분쟁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계속해서 대응하며 지원했습니다. 이동·접근
제한, 코로나�� 방역 지침 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맞춰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활동은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ICRC
는 또한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를 지원하고 가능할 시 함께 활동했습니다.
ICRC 오데사 사무소는 인도주의적 지원 수요 감소로 ����년 �월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ICRC는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도적 지원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며, 적대행위 중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삼가야 하는 의무를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ICRC
는 정부, 군, 경찰·보안 요원 및 기타 영향력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ICRC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고, 국제인도법 및 기타 관련
규범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ICRC는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와 함께 돈바스 지역내 분쟁과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배급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여러 가정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거나 수입을 유지 혹은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요양원, 고아원 및 기타 공공 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생필품과 각종 장비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물 공급과 같은 기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물자 지원
및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ICRC는 학교 건물을
개보수하고 학용품을 기부했으며, 교육 기관에 위생·청소 용품을 전달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내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ICRC가 지원하는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ICRC는 이러한 시설 중
일부에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와 청소용품 등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 캠페인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ICRC에서 교육받은 가족지원사(accompanier)
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종자의 가족, 구금해제자 및 기타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ICRC 혹은 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위험 인식 교육과 온라인
툴을 통해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ERW)의 위험성과 안전한 대처에 대해
배웠습니다. ICRC는 무기로 오염된 지역을 조사하고 표시하거나 무기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과 함께 분쟁 피해자들이 헤어진 가족과
연락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족 찾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실종자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ICRC의 기술 및 물품 지원(개인보호장비, 시신 가방 등)을
통해 유해를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했으며, 이는 팬데믹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ICRC는 표준 절차에 따라 국영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방문하고 당국
관계자들과 ICRC의 관찰결과에 대한 기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ICRC는
또한 국영 시설 외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교도관 및 교도소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수감자들의 처우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금 시설에 전염병
대처를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민간인

ICRC는 돈바스 지역의 분쟁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계속해서 대응하며 지원했습니다. 이동·접근 제한,
코로나�� 방역 지침 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맞춰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활동은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ICRC
는 또한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를 지원하고 가능할 시 함께 활동했습니다.
ICRC 오데사 사무소는 인도주의적 지원 수요 감소로 �월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ICRC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대화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며, 전투 중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야 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 접근 및 교육 시설 보호에
관한 대화에 분쟁 당사자들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ICRC는 이동의 자유
보장 및 지뢰 오염 구역 표시와 같은 지역별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와 군
당국 간의 토론을 촉진했으며 돈바스 지역사회가 보다 효과적인 자가 보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돈바스 지역민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

ICRC는 적십자사와 함께 분쟁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긴급하거나 장기적인 필요사항에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서 분쟁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물품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 명의 당뇨병 환자를 포함,총
��,���명이 식량을 공급받거나 식량 구매를 위한 현금을 지원받았고, 이
중 ��,���명은 분기별로 식량 꾸러미를 제공받았습니다. 위생 키트, 생활
필수품, 혹은 이러한 물품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으로 ��,���명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ICRC는 인도적 상황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 가구(��,���명)에
현금 보조금 또는 종자 및 온실과 같은 현물을 제공하여 이들이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금, 농기구 및 기타 물질적 지원 등을 통해
��,��� 가구(장애인, 실종자 및 피구금자 가족을 포함하여 ��,���명)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하여 가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ICRC는 총 ���개의 노인요양원, 고아원, 및 기타 공공
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생필품, 각종 장비 및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ICRC의 기반시설 및 물자 지원으로 ���,���명의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이중 ���,���명은 ICRC에서 보수한 수로망 혹은 다른
지원 경로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물은 손 씻기 등 코로나�� 확산을

우크라이나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물 공급을 지원하는 ICRC의 역할이 팬데믹
기간 중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ICRC의 재정적 지원으로 도네츠크
지역의 주된 상하수도 기업의 회계 및 운영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사
결과는 �자 접촉 그룹과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ICRC는 수많은 주택을
재건하거나 재건을 위한 자재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가구(��,���명)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ICRC가 교육 시설에서 진행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총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하기 참조). ICRC는
교차점(crossing point)의 위생 및 기본 서비스 시설을 개조하고 지역
복지 센터를 비롯한 공공 건물 보수에 필요한 건축 자재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교차점을 이용한 점에 기인합니다.
ICRC는 학교, 유치원, 장애아동 센터 및 기타 교육 시설을 개조하거나
수리했으며 교육/레크리에이션 용품 및 위생 용품을 기부했습니다. 지뢰
피해자나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노트북 또는 인터넷 구독 비용을 지원했으며 아이들의 웰빙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여러 교육 시설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ICRC는
또한 �개 교육 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응급 처치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 처치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ICRC와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수공예,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기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덴마크
적십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돈바스 지역 주민 약 ��,���명이 적십자사 및 ICRC의 교육
세션과 온라인 툴을 통해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ERW)의 위험성과
안전한 대처에 대해 배웠습니다. ICRC는 어린이들이 지뢰와 전쟁 잔류
폭발물이 없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구축하거나 놀이
기구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및 국가비상대책본부의 직원, 무기
오염 지역을 조사 또는 표시하거나 무기를 제거하는 작업자, 그리고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 및 핵 위험을 처리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훈련과
필요 용품을 제공했습니다. ICRC는 또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PPE), 소독제 및 기타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지원을 비롯한 기타 보건 서비스

분쟁 피해자 중 만성 질환 및 기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ICRC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계속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ICRC는 일부 기관에 코로나��
의 확산 추이를 관찰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돈바스 지역내 ��개 의료센터에 약품, 의료 장비 및 소모품,
위생 용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센터 중 일부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ICRC의 재정 지원으로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검사가 �,���회 진행되었고, ���,���개의 포도당 검사 스트립이
환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시설에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ICRC가 지원하는 일부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는 교육을 제공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길 원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응당
받아야할 보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ICRC가 주최한 코로나��
관련 건강 정보 설명회에는 약 �,���명이 참석했습니다.
ICRC는 코로나�� 예방 접종 촉진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및 유니세프와 함께 동부지역 보건시설에 가구, 저온 유통 장비
(콜드 체인), IT장비 등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한 물품을
지원했으며,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관련 의료 관계자에게 냉장고와 재사용
가능 의료 용품을 기증했습니다.
ICRC는 중립적 중재자로서 국제적십자운동 파트너 및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통과지점(crossing point)을 건너 보건소에 HIV/AIDS, 결핵
및 C형 간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운송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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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에서 교육받은 가족지원사(accompanier)와 서비스 제공자는
실종자의 가족, 구금해제자 및 기타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의료진과 다른
직원들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종자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한 지속적 노력

분쟁, 이주 등의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ICRC를 포함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이 제공하는 가족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ICRC는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명의 사람들이 통과지점의 양측에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또한 ICRC는 접촉선(line of contact)을 넘어 �명에게 공식
문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며, IOM과 협력하여 ��명의 여행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ICRC는 우크라이나 이민청(State Migration Service)
관리들을 만나 그들의 책임 하에 아프가니스탄 이주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 발이
묶인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ICRC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최한 실종자 관련 회의에 참석해 ����년
실종자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권고서를 제출했습니다. ICRC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ICRC는 ��명의 생사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제공했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협회 대표들과 적십자사 직원들은 ICRC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실종자 문제의 법적 측면을 비롯한 관련 주제들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키이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실종자 및 실종자 가족 문제 전문가 참석
컨퍼런스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취소됐습니다. ICRC는 실종자 가족
협회에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서로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의 처한 곤경에 대해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ICRC는 가족지원사 프로그램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심리사회적·재정적
필요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ICRC는 실종자 가족들과 그들의 필요 및 우려 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그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구했습니다. ICRC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종자 가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관련
당국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ICRC는 관련 당국과 기관들이 사망자의 유해를 관리하고 식별하는 법의학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으며 법의학
전문가들을 모범 사례 공유 대화에 참여시키고 함께 의료법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ICRC의 기술 및 기타 지원(웹 세미나,
개인보호장비, 시신 가방, 인공 호흡기 등)을 통해 유해를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했으며, 이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의학자 협회와 ICRC가 주최한 의료법적 사망
조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웨비나에 약 ���명의 법의학 기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ICRC는 영안실과 DNA 실험실을 포함하여 ��개의
법의학 시설 개조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ICRC는 표준 업무 절차에 따라 ��개 국영 시설에 있는 피구금자를 방문한
후 관찰 결과를 관련 당국과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동시에 다른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접근도 모색했습니다.
ICRC는 피구금자에게 가족이 보낸 소포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적십자
메시지(RCM)를 �명에게 전달하고 �명으로부터 RCM을 접수했습니다. 한
구금 시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금된 자(security detainee)들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대 기증했습니다.

����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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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로 석방된 피구금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현금 또는 기타 소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민간인 부분 참조).

ICRC는 장애인의 필요에 대응하는데 있어 신체 재활 업무 관계자들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구금 시설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원

영향력 행사자

교도관들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ICRC의 전문 지식과 지원에 의지했습니다. ICRC는 여러
구금 시설에 개인보호장비, 마스크, 호흡기, 청진기 및 기타 물품을 제공
하고, 수감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의료 윤리,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의
주제로 교도소 직원을 위한 온라인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피구금자에게는 코로나�� 예방 접종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ICRC는 교도소 시설을 개선하거나 개선작업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명의 피구금자(일부는 장애 보유)를 지원했습니다.
ICRC는 여러 구금 시설에 코로나��의 확산 억제를 위한 물품을 제공 했으며
총 ��,���명의 피구금자가 위생 용품(예: 비누 ��,���개, 세제 �,���팩)
및 기타 필수품을 전달받았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코로나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 시설 ��곳에 필요 장비와 시설 소독에 관한
기술 지침서를 제공했습니다.

부상자와 병자

돈바스 지역 병원에 물품 및 기타 지원 제공

돈바스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ICRC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서 마련한 응급 처치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돈바스에 있는 ��개의 ICRC 지원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들은 ICRC로부터 의료 용품, 개인
보호장비 및 기타 물질적 지원(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 및 억제하는 데 필요한 용품 포함)을 받아 서비스를 지속시켰습니다.
폐렴,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산소발생기 ���대도
지급됐습니다. ICRC는 의료 시설의 팬데믹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늘려 계획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ICRC는
바흐무트(Bakhmut) 병원을 포함하여 선별된 병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초·중·고급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ICRC는 �개의 병원에서 병원 감염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구급차 서비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제공했으나 행정상 제약으로 연말에는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ICRC는 부상자 ��명의 의료비를 부담했으며 �개의 혈액
은행에 HIV/AIDS, B형·C형 간염, 매독 등에 감염된 혈액을 걸러낼 수
있는 검사를 위한 물품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들은 보다
안전한 혈액으로 수술 환자 및 혈액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ICRC는 병원의 수술실, 폐기물 관리 시설 등 각종 시설과 신체
재활 센터 및 기타 보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총 �,��� 병상). 또한,
바흐무트 병원의 응급실 건립 작업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ICRC는 �개의 신체 재활 센터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
프로젝트 및 기구에 휠체어, 이동 보조기 및 물리 치료 장비를 기증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ICRC가 지원하는 의료 시설(민간인 부분 참조)에서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요시 휠체어와 이동 보조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도네츠크의 한 의수족센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보호장비와 소독제를 지급했습니다. 약 ���명의 장애인²이 도네츠크의
이동형 신체 재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ICRC
는 또한 이들이 재활 치료를 받거나 사회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를 부담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ICRC는 도네츠크의 휠체어 농구팀에 스포츠 장비와
유니폼을 기부하고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과 소규모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2.

월별 누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신체 재활 서비스 중복 이용자를 포함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및 기타 영향력 행사 주체와 회의 진행

ICRC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고 국제인도법 및 기타
관련 규범에 대한 지지를얻기 위해 보안군, 학계, 언론 등의 영향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기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국회의원, 군, 보안군, 시민사회 핵심 구성원 및 기타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도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러 인사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높이고, 우크라이나에서 ICRC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돈바스 지역의 지속되는 분쟁의 누적 효과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에 관한 관심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ICRC는 핫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분쟁
피해자들은 동일한 수단을 이용해 ICRC에 자신의 필요사항, 견해 및
제안을 전달하고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 지역사회 연락 센터에
핫라인을 통합하는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ICRC와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 인식 제고와 같은 홍보 활동을
조정하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ICRC는 적십자사의 홍보 역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검사 등 정부 공직자 대상으로 국제인도법 교육 실시

ICRC는 우크라이나 군과 국제인도법 교육 및 보호 활동(민간인 부분
참조)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열고 국제인도법과 ICRC의 활동에 대해
알렸으며, 법률 집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국제인도법 세션 및 국제
경찰업무/치안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CRC가 실시한 교육은 검사, 외교 아카데미 재학생 및 직원, 우크라이나
의회 입법 기관 및 기타 관련자들이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국제인도법 및 전환기 정의 센터
(Centre for IHL and Transitional Justice)와 ICRC는 박사 후보자를
포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인도법 규정을 주제로
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하고 모의 재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인도법
참고자료를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는 작업 역시 진전을 이뤘습니다.
ICRC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국제인도법 조약 가입 혹은 비준, 지뢰 행동 및
실종자 관련 법률의 개발 및 이행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검토 중인 국제인도법 이행
법률 초안에 대한 견해와 권고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관계자가 ICRC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차 국제
인도법에 관한 국가위원회 및 유사단체 간 국제회의(Fifth Universal
Meeting of National Committees and Similar Entitie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

돈바스 지역 분쟁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와 ICRC는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ICRC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코로나�� 핫라인을 운영하고 적십자사 지부 두 곳에서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염병 대처를 위해 노력했으며 ICRC는 이런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5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월에 새로운 법령과 전사적 전략을 채택
했습니다. 또한 위험 및 보안위협 관리 등 분야를 시작으로 활동에
ʻ보다 안전한 접근 프레임워크(Safer Access Framework)’를 통합하는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각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CRC,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덴마크 적십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ICRC와 국제적십자운동 파트너들은 인도적 업무의
효율성, 관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서로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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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회, 이송 및 송환
이송 혹은 송환된 사람의 수
이송 혹은 송환된 유해의 수
실종자를 포함한 추적 요청
신규 등록된 추적 요청 대상자의 수
완료된 추적 건수(추적 대상자의 생사여부 및 행방 확인)
이 중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추적 요청 인원
����년 말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추적 건수
이 중 다른 대표단에서 등록한 추적 요청 인원

합계

UAMs/SC3

4
2
606
233
1
43
26
3
81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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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연말 기준 아직 지원 중인 UAMs/SC의 수
서류
여행 서류가 발급된 사람의 수
국경/전선을 넘어 전달된 공문을 수령한 사람의 수

남아
2

53

1

9
징집 해제
아동

1

13
9

ICRC 현장방문
방문한 구금 시설의 수
방문 시설의 피구금자 수
방문 횟수

RCMs and other means of family contact
접수한 적십자 메시지(RCM)
전달한 적십자 메시지(RCM)
피구금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가족과 통화한 횟수

여아

여아
3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개별 방문 및 관찰 대상 피구금자 수

여성
12

26
17,880
39
이 중 신규 접수 인원

79
31

여성

미성년자

1,012

79

여성
2
1

여아

남아

4
1
10

3.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가족과 헤어진 아동

����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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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치와 지표: 원조
민간인

경제적 안전
식량 배급

이 중 국내 실향민

식량 생산 지원

이 중 국내 실향민

소득 지원

이 중 국내 실향민

생활 여건 개선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
�차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하는 보건소

평균 이용 인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소 서비스
진료 상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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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실향민

이 중 정기적 지원을 받는 보건소

이 중 치료 목적의 상담

이 중 산부인과 치료 의뢰 건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경제적 안전
생활 여건 개선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
구금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의료진이 방문한 구금 시설의 수
의료진이 방문한 구금 시설 내 ICRC가 지원하는 진료소의 수

부상자와 병자
병원
지원 병원

이 중 ICRC 직원이 현장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병원의 수
이 중 ICRC 직원이 현장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의료 서비스
수술 입원
무기 부상에 따른 입원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로 인한 부상 포함)
기타 부상에 따른 입원
수술 집도
진료 상담
ICRC 직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수술 입원(무기 부상 및 기타 부상 포함)
응급 처치
응급 처치 교육
세션 수
참가자 수(월별 누적 데이터)
식수와 거주지
식수와 거주지 개선 활동�

신체 재활
지원 프로젝트 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신체 재활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신체 재활 서비스를 받은 환자

해당 수치는 정보 보호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운영상 제약과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해당 표의 수치는 정확한 활동 규모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시설 수

환자 수

합계

여성

아동

38,397
1,379
20,638
10
15,463
202
69,733
2,228

15,461
555
8,371
4
3,105
88
31,463
1,039

7,619
274
4,051
2
10,178
61
11,133
317

957,470

383,384

192,631

169,629

65,106

60
20
282,290
397,345
397,345
18,717
679
384
1,586
34

수혜자 수

수혜자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23,263

5,668

13,519

406

9
3

52
3

*
*
375
537
24,318

*
*

*
*

*

*

15,780

82
845
침상(규모)

1,523
7

월별

누적 데이터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