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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태국-미얀마 국경에 거주중인 이주민 25 만명 의료/교육 서비스 박탈 위기 

 

2017 년 10 월 11 일, 태국 메솟 

메따오클리닉은 오늘(10 월/11 일)부터 미얀마 피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와 교육, 그리고 

보호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 클리닉은 1989 년 설립되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온 곳으로, 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국경지역 

미얀마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이곳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2018 년 25 만명에 달하는 국경지역 미얀마 이주민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0 년간 미얀마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메따오클리닉은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내에 적절한 의료시스템이 마련 될 

때까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클리닉 환자의 절반은 의료 및 보호서비스를 찾아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얀마 인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 

- 설립자 신시아마웅 여사 

 

2015 년 미얀마 정부와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휴전 협정에 합의하면서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분쟁을 마무리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미얀마 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북부지역에서는 내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남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64 만 명에 달하는 실향민이 

생겨났으며, 아직도 10 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태국과 미얀마국경에 위치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토지 수탈로 취약계층들은 고향을 잃거나,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매우 필요로 하지만,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향민과 난민, 영세 농민과 정식 거주 서류 없이 생계를 위해 태국으로 넘어온 이민 노동자 

등 다양한 미얀마 인들이 먼 곳에서부터 메따오클리닉을 찾고 있습니다. 메따오클리닉은 

이들에게 어떠한 차별대우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클리닉은 산모와 아동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만성질환과 전염병, 외상질환 

(트라우마) 치료도 겸하고 있습니다. 2016 년 11 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클리닉을 방문했으며,  



	

	 2	

 

2,500 명의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에게 메따오클리닉은 유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당 클리닉이 후원금 부족으로 의료사업을 축소하거나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형편상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 취약계층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 될 것입니다. 

 

메따오클리닉은 후원금 부족으로 인해 2018 년부터 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신규 의료진 육성, 직원급여지급,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한 

필수서비스 제공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이미 태국 노동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자발적인 급여 삭감을 감행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의 비용대비 

효과 재검토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합니다. 미얀마는 

평화적/민주적인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놓여있어, 정치/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은 미얀마와 태국에서 제한적이거나, 혹은 어떤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메따오클리닉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를 지원을 위해 전념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 제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따오클리닉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즉각적인 

후원캠페인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라우드 펀딩 

(https://www.generosity.com/medical-fundraising/dr-cynthia-calls-for-support-help-

mae-tao-clinic/x/17437483), 일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maetaoclinic.org) 방문 또는 fundraising@maetaoclinic.org / 

seongmin@maetaoclinic.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