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수술 제공 2,746건 / 2,508명

     (수술건수와 수술환자의 차이는 중복 수술로 인한 차이 )

52% 48%

남성 1,303명

여성  1,205명 

* 치과 진료: 10,700명 (20,800 건 이상)   

* 말기환자 상담과 돌봄:  성인환자 3명(83회) 방문

* 의료역량 강화(Medical Capacity Building): 카메룬 의료인 대상 

    얼굴기형 수술 멘토링 (8명) / 화상수술 멘토링 (8명) / 집중치료(15명) / 산과누공 (9명) / 안과훈련 (17명) / 

    폰세티(Ponseti Method) (8명) / 일반외과 (5명) / 신경과 (1명) / 정형외과 (2명) / 구강외과 (5명) 

카메룬 활동 결과 보고 (2017년 8월 ~ 2018년 5월) 

 2018  Winter

WAVES OF MERCY
Bringing Hope and Healing to the World’s Poor. 

*연령별 대비 

85%

성인 2,142명

소아 366명 

(소아: 만17세 이하) 

15%

* 수술환자 성별

3%

정형외과 

82건 

안과 

1,542건

56%

10%

여성건강 

278건 

9%

일반외과 

237건

16%

얼굴기형

442건

6%

성형재건 

165건



무료수술을 받고 싶어서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머시쉽

은 어떻게 환자를 선별할까요?

병원선이 도착하기 몇 달 전부터 10명의 어드밴스팀(Advance 

Team)과 추가 9명으로 구성된 팀이 먼저 방문국가에 들어가요. 그

리고 라디오, SNS, 인터넷, 신문, TV 등을 통해 전국에 병원선의 입항

과 활동내용을 알립니다. 또한 병원선이 정박해 있을 동안 필요한 시

설을 구축하고 가장 중요한 현장선별 작업을 위해 항구근처 넓은 장

소를 섭외합니다. 

병원선이 도착하면 환자선별팀(Screening Team)은 어드밴스팀이 

섭외한 장소에서 머시쉽이 제공하는 수술범위에 속하는 잠재적 수술 

환자를 선별합니다. 팀원들은 머시쉽의 의료활동과 시스템을 잘 아는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선별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간호기

술은 병원 간호와는 매우 다릅니다.

환자선별 심사 과정은 몇 단계가 있는데 방문하는 나라의 현지 상황

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현재 방문중인 기니(Guniea)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 : 현장선별작업  

선별작업이 있는 날은 선별팀 뿐만 아니라 머시쉽의 대부분의 자원봉

사자들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선별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에는 일찍부터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

이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별팀은 1

분정도의 짧은 대화로도 머시쉽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파

악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10분정도 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의료 정보를 수집한 

후 진단테스트 예약증을 발급합니다. 

2.단계 : 간호사 면담 및 진단테스트  

현장선별에서 진단테스트 예약증을 받은 환자들은 예약 날짜에 병원

선 앞 부두에서 두번째 면담과 진단테스트를 받아요. 간호사들은 환

자와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의 대화를 통해 환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혈액검사와 그 외 다른 검사들도 함께 진행합니

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수술전문의와의 면담날짜를 정하게 되

는 것이죠.

3단계 : 수술전문의 진단  

잠재적 수술환자들은 최종적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머시쉽에

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요. 수술을 받기로 결정이 된 환자들

은 수술실, 입원실 담당자들과 함께 세부일정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

가 수술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머시쉽이 입항해 있는 지역에서 너무 멀리 거주해 있는 사람들

이나 병원선까지 오는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 중 무료수술이 꼭 필요

한 사람들을 위해 선별팀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추가로 선별작업

을 진행한답니다. 

선별팀이 수술환자를 선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어깨가 무겁

습니다. 통역을 통해 환자들과 긴 대화를 하고, 병원선과 부두를 오르

내리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도 하며, 사람들이 수술날짜에 병원선까

지 올 수 있도록 확인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이 병

원선에 다시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고, 환자와 함께 울고 웃습니

다. 부두에 설치한 병원텐트에서 일하며 땀 범벅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기도 하죠. 비록 

일은 힘들지만 환자들을 만나는 첫번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특권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술환자 선별 작업 (Screening)

PROGRAM

기니활동계획 2018. 8 ~ 2019. 5 

* 무료수술 총 2,594명 (건당 각 수술비용)

- 다리기형 : 97건 (60만원)                 - 화상흉터 성형 : 178건 (60만원)

- 여성건강 누공 등 : 78건(60만원)     - 백내장 : 1,218건(130만원) 

- 구개구순열(30만원) 및 얼굴 종양 제거(80만원) :  517건  

- 갑상선종 등 일반외과 : 506건          - 치과 치료 : 8,550건 

* 말기환자 돌봄

* 기니 의료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13분야) 

* 친환경농업훈련 : 생명의양식(Food for Life)



칸칸지역에 살고 있는 테네는 태어날 때 한쪽 다리 발목에 이상한 굵

은 띠 같은 것이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자주 넘어지곤 했

습니다. 테네의 아빠 엄마는 돈을 모아 의사를 찾아갔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코나크리에 사는 미리암은 사업차 칸칸지역을 방문했다가 길에서 놀

고 있는 테네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테네의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테네의 부모는 테네에게 더 나은 의

료혜택을 받게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에 한끼밖에 먹

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코나크리에 돌아와 테네를 고칠 의

사를 알아보던 중 머시쉽의 병원선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테네의 

가족에게 알려주었어요. 머시쉽 병원선 검사 결과 테네의 병명은 ‘양

막대증후군’이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자궁에서 파열된 양막이 태아

에게 부착해 기형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태아의 사지, 안면, 두개

골, 몸통 등 신체 곳곳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하며 그 정확한 원인은 아

직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난 9월28일 테네는 수술을 잘 받고 3주후에 붕대를 풀었어요. 테네

의 엄마는 만삭에 가까운 몸이라 미리암이 테네의 가족을 지금도 도

와주고 있답니다. 테네의 가족과 미리암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

어 잘 통하지는 않지만 입원실에서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테네는 미리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을 ‘미리암’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답니다.

태어난지 3개월이 된 이 아기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꼬리뼈에 

테라토마(기형종양)가 있었어요. 테라토마는 그리스어로 ‘괴물’을 의

미합니다. 왜냐하면 90%이상이 양성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

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무서운 종양이기 때문이죠. 아기의 부모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도와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엄마 레오카디도 녹내장으로 인해 6개월 전

부터 시력을 거의 잃어 이런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빠 에

드위지를 통해 병원선의 무료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엄마 레

오카디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외국인 의사들에게 자신의 아

기를 맡기고, 거의 실명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믿음을 갖고 

극복해야 했으니까요. 8시간 만에 임마누엘 몸무게의 1/3에 해당하

는 2.6Kg의 종양을 때어내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임마누

엘의 이모 조슬리는 언니의 눈 역할을 해 주고, 아기의 간병까지 맡

아주었어요. 

엄마 레오카디는 비록 볼 수는 없어도 아기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

다.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임마누엘의 엉덩이를 만져보면 전과 다른 것을 분명

히 알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테네와 미리암

LIFE CHANGING STORY 

아기 꼬리뼈에 종양이 있어요 

・ 후원계좌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머시쉽)

・ CMS 후원약정 ・

 WWW.MERCYSHIPS.OR.KR

국민은행   469301-01-073500 

우리은행   1005-100-970889

하나은행   382-910007-81605



머시쉽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코이카(KOIKA)를 통해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다녀

왔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머시쉽에 대한 이야

기를 듣게 되었고, 그 순간 무언가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라는 책을 비롯해 여러 서적을 읽으

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멋진 삶들을 보

게 되었어요.

간호사를 꿈꾸는 주위의 친구들과 달리 공부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학교생활을 하던 저는 이때부터 ‘수술실 간호사가 되어 머시쉽에서 활

동하고 싶다.’ ‘하나님이 일 하시는 현장에 함께 하고 싶다.’고 기도하

며 노력했어요. 병원선 안에는 수술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동, 중환

자실, 교육 간호사 등 의료팀 외에도 선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질

병으로 고통받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지원서를 받아 추천서까지 다 준비하고는 스스로 아직 덜 된 거 같고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룬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겠다

고, 할머니가 되어서라도 가겠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마음에 두

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머시쉽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비

전을 나눴었는데 나의 삶이 바빠 잊을 때쯤 되면 그 친구들이 ‘너 그

때 배 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하며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그래

서 드디어 2018년 11월 25일부터 6주간 수술실 간호사로 승선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 전부터 승선지원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데 숙지해야 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양쪽 팔에 예방접종 5대를 맞고, 말

라리아 약을 처방 받으면서 ‘아프리카라는 위험한 곳에 이렇게까지 하

며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오랜 기도

를 이루게 되어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10년을 꿈꾸었습니다                

CREw STORY

        승선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기본조건  

  만 18세 이상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

  승선을 계획한 시기보다 최소 6개월 이전 지원서 접수 완료

・자원봉사 지원사이트: http://apply.mercyships.org 

・문의전화: 02 2247 7516 

・이 메 일: info.kor@mercyships.org 

・2019년 승선봉사자 재정지원 프로그램 

    (자세한 사항은 한국머시쉽 사무실에 문의)
 

머시쉽은 1978년 시작한 의료전문 비영리(NGO) 국제단체 입니다. 최신의료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의 민간병원선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질병과 장애로  

고통 당하는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료수술 등 의료적 지원을 합니다. 400여 명의 다국적 자원봉사자들과 16개 국가의 지역사무실 스태프들은  

병원선의 활동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배현정(수술실 간호사)

배현정 승선자는 11월 25일 밤 기니 코나크리의 병원선에 도착했어

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정원6명인 방에 배정되어 병동 간호

사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고, 방문을 열고 나가

면 바로 수술실이랍니다. 그곳은 바로 배현정 승선자가 일하는 곳이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모두 환영해주었고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적의 아시아 자매들도 더 신경 써 주며 언어나  

문화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까 봐 더 신경 써 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