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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version of 
u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

Korean Version
Of Red Cross
Book Published

A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 has been 
published by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to make 

, available to the Korean public 
the 皿・上^s, statutes, 
regulations and resolutions of 
Red Cross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Based on the 11th 
edition of the original hand*1 

-book-compiled jointly by th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i 
the Red Cross and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in 
Geneva in 1971, the Korean 
edition brought it up to date by 
including a number of 
documents and -agreements 
adopted in the succeeding 
years. ' '

A unique contribution of the 
Korean version is the addition i 

;of sections on the reunion of 
i dispersed families and the 
Korean conflict which are of 

f immediate interest to Korean 
readers. The 420-page volume j 
；is the first such com- 
I prehensive collection of basic 
materials on the universal , 
humanitarian body presented | 

.in an authoritative Korean 
translation.

Interested people will find 
the book a handy, yet well- 
stocked source of in
formation; a dependable 
guide and easy reference on 
all subjects related to the Red 
Cross.

C.H. 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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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文

國際赤十字가 1863年 創設 以來로 戰時나 平時에 있어서 共히 人間의 價値 
와 尊嚴性을 尊重하고 生命과 健康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하는 人道主義的 
使命을 遂行하여 오는 가운데 이에 參與한 世界의 모든 나라들의 相異한 
人種, 宗敎, 文化, 政治制度둥에도 不拘하고 지난 1 世紀有餘에 걸쳐 굳건 
한 國際的 結束을 維持하여 왔음은, 赤十字가 指向하는 理念과 아울러 이 運 
動體가 嚴守 • 遵行하는 規範의 共通性에 基底하는 것이다. 이러한 理念과 規 
範은 或은 國際人道法規로, 或은 이 機構의 基本原則 또는 組織規程으로, 
或은 各種 國赤會議의 決議事項 둥 多樣한 形式으로 存在한다.

世界赤十字家族의 一員인 大韓赤十字社는『赤十字에 관한 諸國際條約과 
赤十字基本原則 및 國際赤十字會議의 決議事項에 立脚하여 人間의 苦難을 
豫防하고 輕減하는 人道主義事業을 遂行함을 目的』（大韓赤十字社細則 第1條） 
으로 한다고 明示되 어 있듯이 , 그것들은 本社의 創立 以來로 우리의 諸般 組 
織과 事業活動의 指導原理로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本社에서 
는 ICRC와 聯盟이 共同刊行한《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의 内容 
中『1949年 8 月 12日字 제네바諸協約』의 國譯本을 2次（1959年, 1973年）發 
刊한 것을비롯하여 1966年에는『國際赤十字規約』,『赤十字國際委員會定款』, 
『赤十字社聯盟憲章』및『赤十字社聯盟細則』을 國譯하여 小册子로 묶은《赤十 
字國際機構規約集》을 刊行하여 實務參考用으로 配付한 바 있다. 그 밖에도 
赤十字基本原則 全文은 本社製作의「포스터」나 各種 刊行物에 揭載되었으며 
餘他의 一部 重要規程은 拔萃本으로, 또는 各種 主要 國赤會議에서 採擇된 
決議事項은 當該會議에 관한 報吿書의 一部로 隨時 本社에 의해 刊行되기도 
하였으나 그들 擧皆가 斷片的이고 散發的인 것들 뿐이었으므로 그것들의 國 
文本이 一册으로 集大成되 어야 할 必要性이 多年間 切感되 어 왔던 터 이 다.

今般 赤十字硏修院에서 엮어 펴내는《國際赤十字便覽》은 그러한 우리의 
宿願을 풀어주는 일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며, 特히 이 册은 近年에 改正된 



ICRC定款과 聯盟憲章 및 新規의 同節次規則을 收錄하고 離散家族의 再會, 
韓國動亂등에 관한 ー聯의 決議事項을 새로이 挿入한 黙에서 英 • 日版을 앞 
서고 있다고 自負한다.

이 册이 國內의 모든 赤十字人들에게 있어 必携의 指針書로서 널리 活用 
되기를 所望하며 끝으로 이처럼 貴重한 文獻製作을 完成하기까지 誠カ을 기 
울인 硏修院 當務者들의 勞苦에 대하여, 특히 朴正錫 編修部長의 手苦에 대 
하여 致賀하는 바이다.

1980年 3月15日

大韓赤十字社
總裁李 流

■



赤十字 基本原則宣言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活動의 基礎가 되는 다음 基本的 諸原則을 宣言한다.

人 道(Humanity)

戰地에서 負傷者를 差別없이 도우려는 意慾에서 부터 誕生된 赤十字는 
그 國際的 國內的 能力이 미치는 限度內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人類의 苦 
難을 豫防하고 輕減시키기 위하여 努力한다. 赤十字의 目的은 生命과 健 
康을 保護하며 人間의 尊重을 保障하는 것이다. 赤十字는 모든 國民 相互 
間의 理解와 恒久的 平和를 增進시킨다.

公 正(Impartiality)

赤十字는 國籍, 人種, 宗敎, 階級 또는 政治的 見解에 관하여 아무런 差 
別을 하지 아니 한다. 赤十字는 오직 苦難올 救濟하기 위하여 努力하며 
가장 緊急한 災害를 優先的으로 다룬다.

中 立(Neutrality)

赤十字는 끊임 없이 모든 사람의 信賴를 얻기 위하여 敵對行爲에 있어 
어느 便에 加擔하거나 또는 어떠한 때에라도 政治的, 人種的, 宗敎的 또 
는 思想的 性格을 지닌 論爭에 介入하지 아니 한다.

獨 立(Independence)

赤十字는 自主的이고 獨立的이다. 各國赤十字社는 國內法規를 遵守하여 
自 己 나라 政府의 人道主義 事業에 協調的 役割을 할 때에 恒常 赤十字原 
則에 좇아 行動할 수 있도록 自律性을 堅持하여야 한다.

奉 仕(Voluntary Service)

赤十字는 自發的인 救護機關이며 어떠한 形態로라도 利得의 慾望을 가 
지고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單 一 (Unity)

어떠한 國家에라도 오직 하나의 赤十字社만이 存在할 수 있다. 赤十字 
社는 모든 사람에게 開放되어야 한다. 赤十字社는 自己 나라 領土의 全域 
에 걸쳐서 그 맡은 바 人道主義的 事業은 遂行하여 야 한다.

普 遍(Universality)

赤十字는 汎世界的인 機構이며 그 안에서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는 平 
等한 地位를 가지고 相互 協調에 있어 同等한 責任과 義務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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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部

規約 및 規程



I.國際赤十字規約

I
國際赤十字規約

1928年「헤그」第 13次 赤十字國際會議 採擇
1932年「토론토」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 改正

第1條
1. 國際赤十字는 本規約 第6條에 의하여 承認된 모든 國內赤十字社,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을 包含한다.
2. 國際赤十字의 最高議決機關은 國際會議이다. 赤十字國際會議는 正 

當하게 承認된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代表團「제네 
바」諸協約當事國代表團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의 代表團 
으로 構成된다匕

3. 國際會議 本規約의 諸規定에 따라 議事節次規則에 의하여 進行 
된다.

第2條

1. 國際會議는 本規約의 範圍內에서 議決올 하고 勸吿를 하며 希望을 
表明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2. 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 國際委員會 및 聯盟의 活動에 있어 統 
一을 確保할 責任이 있다.

3. 同會議는 國際委員會와 聯盟에 대하여 命令을 내리고 人道主義的 
諸協約과 赤十字에 關聯된 其他 國際協約에 관하여 提案할 수 있다.

4. 本規約 및 議事節次規則을 改正하고 解釋하거나 第10條에서 말하 
는 意見差異에 관한 最終決定을 내 릴 權限은 오직 國際會議만이 가진다

5. 同會議는 政治的 問題를 處理할 수 없으며 또한 政治的 討論場이

1）以下「赤十字際國會議」「各國赤十字社」（赤新月社・赤獅子太陽社）「赤十字國際委員會」 
및「赤十字社聯盟」  各各•「國際會議」（또는 同會議）「赤十字社」「國際委員會」및「聯盟」 
으  略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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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國際赤十字規約

될 수 없다.
6. 同會議는 國際委員會定款 및 •聯盟憲章을 修正할 수 없다 마찬가지 

로 國際委員會와 聯盟도 國際赤十字規約이나 同會議決議에 違背되는 事 
項을 議決할 수 없으며 또한 委員會와 聯盟間에 締結되고 國際會議에서 
承認된 協定에 違背되뉸, 議決도、当수: 없다.『 J

7. 同會議는 議長을ー選出한다.' * ' '

第3條
1. 國際會議는 通常的으로 4年마다 開催된다. 國際會議는 前次國際 

會議 또는 第9 條에 規定된 常置委員會의 會議召集에 관한 委任에 따라 
ー國의 赤十字社本社 國際委員會 또는 聯盟에 의하여 召集된다.

一般的으로 國際會議中에 ー國赤十字社 國際委員會 또는 聯盟이 次期 
國際會議의 主催가 되기를 希望하는 境遇에는 可能한 限 그 趣旨에 따 
르도록 考慮하여 야 한다. ■

2. 會議 日字는 例外的인 措置로서二 常置委員會 國際委員會 聯盟 또는 
正當하게 承認된 各國赤十字社의 最少限 三分의一의 要請時에는 이를 
앞당길수〔있다.

第4條

1. 國際會議의 每會期中에 代表者會議와 聯盟理事會 會議가 併行하여 
開催된다.

2. 代表者會議는 正當하게 承認된 各國赤十字社의 代表 國際委員會의 
代表 및 聯盟代表로써 構成된다. 이 會議는 自體의 議長을 選出한다.

3. 代表者會議의 權限은
' 葭a) 國際會議의 開催에 앞서 議長 副議長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의 

職責에 赴任할 人士를 推薦하기 爲한 會合을 가지는 일 
但 이와같은 推薦은 國際會議에 提出된다.

3) 國際會議에 附議되 는 各種議題나 提案의 討議順序를 定하는 일 
(c) 國際會議 또는 常置委員會에 의하여 . 回附되는 議題 및 提案에

’ 관하여 意見을 表明하고 必要時에는 이를 決定하는 일 등이다.
4. 理事會의 構成과 權限은 聯盟憲章에서 定한다. 理事會는 國際會議 

나 常置委員會에 의해서 回附되는 議題 및 提案에 관하여 意見을 表明 
하고 必要時에는 이를 決定한다.

5. 國際會議의 議長 代表者會議의 議長 및 理事會의 議長(또는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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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國際赤十字規約

長)은 原則的으로 三名의 各各 다른 人士이여야 한다.
第5條 ・. 一

1. 理事會가 兩次 國際會議 中間에 開催되는 境遇에는 代表者會議는 
正當하게 承認된 各國赤十字社의 三分의 一이나 國際委員會 聯盟 또는 
常置委員會가 要請하면 上記 理事會와 같은 時日 같은 場所에서 •開催할 

수 있다.
2. 前頃에 의하여 開催되는 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 常置委員會 

國際委員會 또는 聯盟으로 부터 回附되는 議題 및 提案에 관하여 意見 
을 表明하고 必要時에는 이를 決定할 수 있다.

3. 代表者會議 또는 理事會를 國際會議와 別途로 開催할 境遇이는 笨 
規約에 의하여 國際會議의 排他的 權限에 屬하는 如何한 問題에 관해서 
도 最終決定을 내릴 수 없으며 또한 國際會議의 決議에 違背되는 如何 
한 決定이나 國際會議에서 旣決된 問題 또는 次期 國際會議의 議事日程 
으로 保留된 問題에 관하여 如何한 決定도 내 릴 수- 없다.

第6條
1.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自體의 定款の을 가지며「스위스」國民들 中에 

서 互選된 委員들로 構成되 는 獨立的인 機關이다.
2. 同委員會는 赤十字의 基本的이고 恒久的 諸原則 即 公正 人種的 

政治的 宗敎的 또는 經濟的 考慮로부터 獨立된 活動 赤十字의 普遍性및 
各國赤十字社의 平等의 諸原則을 堅持한다.

3. 同委員會는 모든 關係資料를 蒐集한 後 現行의 承認條件을 具備하 
는 모든 新設 또는 再組織된 赤十字社에 대한 承認을 公表한다.

4. 同委員會는「제 네 바」諸協約에 一 의하여 賦課된 任務를 遂行하고 이 
들 諸協約의 忠實한 適用을 위하여 活動하며 또한 上記 人道主義的 諸 
協約의 不履行에 관한 異議를 受理한다.

5. 同委員會는 特히 戰爭 內亂 또는 國內紛爭時에 人道主義事業을 遂 
行하는 中立的인 機關으로서. 恒時 이러한 衝突과 그것의 直接的인 結果 

로 因한 軍 民 犧牲者의 保護와 援助를 確保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同 
委員會는 赤十字社諸機構 軍隊의 醫療務關 및 其他 關係當局과의 協助 
下에 醫務要員 및 醫療裝備의 準備와 發展에 寄與한다.

6. 同委員會는 特히 中立的이고 獨立的인 機關이며 仲介機關으로서

2) 1952年9月25日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國際赤十字規約에 一致하도  ユ 定款을 改正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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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國際赤十字規約

그 職務內에 屬하는 모든 人道主義的 措置를 取하며 檢討를 要求하는 
모든 問題를 考察한다.

7. 同委員會는「제네바」諸協約의 계속的改善과 普及에 努力한다.
8. 同委員會는 赤十字國際會議로부터 同委員會에 委託된 任務를 受諾 

한다.
9. 同委員會는 本規約의 範圍內에서 第 7條의 規定에 따라 各國赤十字 

社와 密接한 連絡을 維持한다. 同委員會는 또한 協助받는 것이 有益하 
다고 認定되는 政府當局이 나 모든 國內的 또는 國際的機關들과의 關係 
를 維持한다.

第7條
1. 赤十字社聯盟은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國際的 

聯合體이다. 同聯盟은 그 自 體의 憲章을 가진다叱
2. 同聯盟의 目 的은 本規約의 範圍內에 서 第6 條의 規定에 따라, 各 

國赤十字社의 人道主義的 活動을 恒時 獎勵하고 助長시키며 各國赤十字 
社들의 聯合體로서 自體에게 賦課된 責任을 履行하는데 있다.

3. 이를 위하여 聯盟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a) 各國赤十字社間의 連絡 調整 및 硏究를 위한 恒久的機關으로서 

活動하고 各國赤十字社와 協力하는 일.
(b) 各國內에 獨立的이고 正當하게 承認된 赤十字社의 設立과 發展 

을 獎勵하며 促進시키는 일.
(c) 國際分野에 있어서는 採擇한 諸決議에 關係되는 事案에 관하여 

會員 赤十字社들의 公式的 代表者가 되고 그들 赤十字社의 保 
全을 위한 守護者 및 그들의 利益保護者가 되는 일.

(d) 赤十字社國際會議에 의하여 聯盟에 委任된 任務를 受諾하는 일 
第8條

1.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은 可能한 限 各自의 活動을 調 
整하고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相互 接觸을 維持한다.

2. 이러한 接觸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代表者會合 
은 最少限 月 1 回 召集한다. 이러한 接觸은 各自의 定款(憲章)에 따라 
聯盟에 信任狀을 提呈한 國際委員會의 代表者와 國際委員會에 信任狀을

3) 툪 赤十字社聯盟憲章은 1954年.「 슬 」에 서 의 第22次 聯盟理事會에 의 하여 本規約에 一 致하도  改正 .
4



I,國際赤十字規約

提呈한 聯盟의 代表者에 의하여 더욱 確實性올 期할 수 있다.
第9條

1. 國際赤十字常置委員會는 9 名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即,
(a) 5 名은 個人的인 資格으로서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하여 選出되 

며 次期國際會議의 閉會議時까지 在任한다. 欠員이 있을 境遇 
에는 常置委員會 自體가 새로운 委員을 역시 個人的인 資格으 
로 任命함으로써 이를 充員한다.

(b) 2 名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代表者로 하며 그中 1 名은 原則的 
으로, 理事會 議長이어야 한다.

2, 同委員會는 그 會合에, 諮問的인 資格으로서 적어도 國際會議開催 
1年前에 同 國際會議를 主催할 赤十字社의 代表者를 招請하여야 한다.

3. 選出된 委員이 常置委員會 會議에 參席하지 못할 境遇에는 同委員 
은 代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

第10條
1. 常置委員會는 次期 國際會議의 主催機構와 協助下에 次期 國際會 

議의 暫定日程計劃 및 議題를 作成하고 모든 準備를 行한다• 國際會議 
의 日字, 및 場所가, 前次 國際會議에서 決定되지 않앴거나 또는 特別 
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同委員會가 決定한다•

2. 國際會議 開會中에는 國際會議에 의한 最終決定을 條件으로 하고 
常置委員會는 本規約의 解釋, 및 適用과 관련하여 發生되는 意見의 差 
異나 國際委員會와 聯盟間에 發生하는 意見의 差異에 관하여 兩機構의 

一方이 提起하는 모든 問題를 解決한다.
3. 常置委員會는 또한 國際會議의 閉會期間中에 있어 國際委員會와 聯 

盟의 努力을 調整하고 調和를 確保할 義務가 있다. 이러한 目的으로 同 
委員會는 그 會合에서 赤十字에 一般的인 利益이 되고 兩機構의 活動에 
關聯되는 모든 問題를 檢討한다.

4. 이와 關聯하여 그리고 必要時에는 國際會議에 의한 最終決定을 條 
件으로 하고 同常置委員會는 狀況이 要求하는 모든 措置를 取한다• 但 
國際赤十字諸團體의 各自 • 分野에 있어 그들의 獨立性과 創意性을 계속 

嚴格하게 保護된다.
第11條

1. 常置委員會는「제네바」에 本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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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國際赤十字規約

2. 常置委員會는 原則的으로 自體의 本部에서 年2 回의 通常會議를 開 
催한다. 特别한 境遇에 常置委員會는 議長이 選定하고 委員의 過半數가 
承認한 他場所에서 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3. 常置委員會는 議長이 召集하거나 또는，委員 三名의 要請이 있을 
때에 特別會議를 開催한다.

4. 同委員會의 定員數는 五名으로 하며 모든 決定은 出席委員의 過半 
數 票決로써 行한다.

5. 、常置委員會는 前次 國際會議 閉會後부터 次期 國際會議 開會時까 
지의 期間中에 在任할 議長 및 副議長을 委員中에서 選出한다. 議長은 
自己를 補佐하고 同委員會의 書記로서 活動하도록 하기 위하여 委員中 
1 名을 任命할 수 있다.

第12條

1. 常置委員會의 議長, 國際委員會의 總裁 및 聯盟理事會의 議長 또 
는 有事時에 그들 各自가 事前에 任命한 代理人들은 相互 自由롭게 協 
議하거나, 緊急時에는 會合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 수 있다.

2. .原則的으로 이들 6人의 長은 그들에게 提出되었거나, 또는 國際 
委員會와 聯盟의 定期會合에서 討議된 모든 問題를 檢討하기 위하여 常 
置委員會의 6 個月마다 열리는 會期 中間에 1 次 또는 그들中 1 名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언제든지 會合을 가진다.

3. 이 들 3 人의 長은 常置委員會의 次期會議에 自 己들이 取한 措置에 
관하여 報吿書를 提出한다.

第13條

1. 國際會議의 節次規則은 本規約에 따라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意見 
을 確認한 後 國際會議에 서 3 分의 2 의 出席과 賛成投票로써 採擇한다.

2. 國際會議는 같은 節次에 의하여 本規約을 改正할 수 있다. 本規約 
改正에 관한 提案은 반드시 議題에 上程되어야 하며 적어도 6個月前에 
各國赤十字社, 國際委員會 및 聯盟에 '提案文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第14條

1. 本規約은 1952年 9月 1 日부터 施行한다.
2. 本規約은 第13次 國際會議에서 採擇된 規約을 代置한다. 本規約에 

抵觸되거나 反對되는 從前의 諸規定은 이를 無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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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赤卜字國際會議節次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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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會議節次規則

1930年「브럿셀」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 採擇
1952年「토론토」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 於正

第1章國際會議 ,ヽ

第1條（構成員） ….
다음의 者들은 國際會議을 構成하며 모든 討議에 參加하고 投票할 權 

利를 가진다.
（a） 國際赤十字規約 第6條에 의하여 承認된 各國赤十字社 代表
（b） 陸戰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관한「제네

바」協約 （1864年, 1906年, 1929年, 1949年）의 締結國 代表
（c） 赤十字國際委員會 代表 및 赤十字社聯盟 代表ひ

第2條（代表）
ー國 赤十字社는 他赤十字社 또는 他赤十字社 代表가 代理할 수 없으 

며 이 規則은 政府代表에게도 同一하게 適用된다.
第3條 （「옵서버」）

國際會議, 常置委員會 또는 規約 第3條에 의한 會議召集의 責任이 있 
는 機構에 의하여 特別히 招請되는 機構의 代表는「옵서버」로 參席하고 
議長의 承認下에 發言權을 가질 수 있다.

第4條（召集）
國際會議는 常置委員會의 同意下에 規約 第 3 條에 따라 그 目 的을 위 

하여 任命된 機構가 이를 組織하고 召集한다. 召集通知는 會議 開催日 
로 定하여진 日字로부터 最少限 6個月前에 發送되어야 한다.

1） 以下「赤十字國際會議」T各國赤十字社J「赤十字國際委員會」「赤十字社聯盟」올 各各「會 
議」「赤十字社J「國際委員會」「聯盟」으로 略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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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 政府, 國際委員會 聯盟과「옵서버」의 資格으로 招請된 
機構는 會議開催前에 代表名單을 召集責任機構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5 條 （「프로그램」과 議事日程）
會議의 暫定的인「프로그램」과 議事日程은 常置委員會에 의하여 準備 

된다. 이것들은 通例的으로 會議 開催 6 個月前에 會議構成員들에게 發 
送 되어야 한다.

各國赤十字社 國際委員會 및 聯盟은 常置委員會에 대하여 會議에서 討 
論하고저 願하는 事項이 議事日程에 包含되도록 提案한다.

第6條（報吿）
議事日程의 諸事項에 關係되는 報吿는 常置委員會에서 特別히 定하지 

, 아니하는 限 늦어도 會議開催 30 H 以前까지 會議 開催責任機構에 到着 
' 되어야 한다.

第7條（議長,事務局，委員會）

會議는 그 開會式 席上에서 代表者會議가 提案하는 議長, 副議長, 事 
務總長 및 2名의 事務次長을 選出한다.

會議事務局은, 會議業務을 組織할 責任을 지며 會議議長, 常置委員會 
委員長,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首席代表 및 會議의 諸委員會 議長과 事 
務總長으로 構成된다. r：

會議는 諸委員會를 任命하고 適切하다고 認定되는 案件을 各 委員會 
에 委託한다.

各委員會는 自體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報吿責任者를 任命한다.
第 8條 （他機構에의 委託）

會議는 最終決定이 나 意見을 求하기 위하여 會議와 同時에 開催되는 
代表者會議나 理事會에 問題를 委託할 수 있다.

第2章節 次

第 9條 （提案의 通知）
提案, 動議 및 修正案은, 議事節次에 관한 問題를 除外하고는 同會議에 

서 別途로 定하지 아니 하는 限 事前에 事務局으로 書面通報하며 事務局 
은 이를 討議前까지 代表들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事務局은 各異한 5 個國의 會議參席代表가 署名한 새 로운 案件이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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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前日까지 議長에게 提出되는 境遇에는 그 案件을 議事日程에 追加할 
수 있다. 事務局은 可能한 限 代表者會議에 의하여 事前에 決定된 順序 
에 따라 主題를 受理하여 各會議의 議事日程을 決定한다.

第10條（再請）
議長은 討論終結動議를 包含한 모든 提案動議 또는 修正案에 있어서 

討議나 投票를 하기 前에 他代表團의 再請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決定 
할 수 있다.

第11條（討論）
어떤 案件에 대하여 討論이 開始되면 議長은 于先 會議 또는 關係委 

員會에서 指名한 報吿者에게 發言을 要請하며 그 다음으로는 要請이 있 
올 境遇에는 그 委員會委員長에게 事務局에 事前에 自己 名單을 提出한 
發言者에게 그리고 끝으로는 其他 代表들에게 發言權올 준다. 그런 然 
後에 報吿者는 討論終結前에 再次 發言할 수 있다.

第12條（發言）
會議에서 別途로 明確하게 定하지 아니하는 限 如何한 代表團도 1 案 

件에 관하여 15分以上 發言할 수 없다.
第13條 （議事節次에 관한 動議）

討議中에 어떤 代表가 議事節次에 관한 動議를 提出하였을 境遇에는 
討論은 中止되며 議事節次에 관한 問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하거 나 또는 
議長이 希望할 境遇에는 會議에서 決定한다.

第14條（討論終結）
諸般 問題에 관한 討議는 發言者가 더 以上 없거 나 또는 5 個의 代表 

團이 提案하는 討論終結 動議가 會議에서 採擇되 었을 때에 終結된다.
第15條 （議事節次에 관한 動議의 討議）

議長이 別途로 定하지 아니하는 限 討論終結이나 議事節次 關係 動議 
에 대한 賛成發言과 反對發言은 各各 1 名의 代表만이 할 수 있다•

第16條（言語）
會議의 公式用語는 佛語로 한다. 또한 佛語, 英語, 西班牙語는 會議 

의 實務用語로 한다. 이들中 한言語로 發言할 때 餘他 二種言語로 通譯 
하는 일은 主催機構가 可能한 限 이를 準備하여야 한다. 其外의 言語로 
發言하고자 할 때에는 發言者의 所屬代表團이 必要하면 事務當局의 協 

調下에 發言에 대한 通譯의 責任을 져 야 한다.

9



n,赤十字國際會議節次規則

第17條 （投票權 및 過半數）

會議에 代表團올 參席시키고 있는 個個의 赤十字社와 國家는 各各 1 
票씩의 投票權을 가진다.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境遇에도 이와 同一하다.

決議事項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되는 投票의 過半數 賛成으로 
採擇된다. 棄權은 過半數의 決定에 있어 考慮되지 아니한다. 過半數라 
함은 어 떤 提案에 賛成하거 나 反對하는 全投票數의 半에 1 票를 加한 數 
로 한다.

第18條（投票節次）

投票는 擧手로써 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但 5 個以上의 代表團이 要 
請할 때에는 投票를 指名點呼로 實施할 수 있다. 이러한 境遇에는 各國 
赤十字社, 各國政府, 國際委員會 聯盟의 順으로 投票한다.

各國赤十字社 및 政府代表團들 間의 投票指名順序는 抽첨 에 의 하여 이 
를 決定한다.

10個以上의 代表團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秘密投票를 實施한다.
第19條（議事錄）

會議에서 別途로 定하지 아니하는 限 會議召集責任機構는 會議 및 代 
表者會議의 全體會議에 관한 逐語的인 記錄의 作成責任이 있다. 이 記 
錄과 代表者會議 및 會議의 參加者名單과 會議에서 採擇한 決議事項을 
一巻의 册으로 編纂한 것을 會議의 議事錄으로 한다. 이 議事錄은 主催 

機構에 의하여 刊行되며 同機構는 會議終了後 一年以內에 이를 全會議 
構成員에게 發送하여야 한다.

當該機構는 또한 各種 委員會에서 討論한 議事錄올 準備할 責任이 있 
으며 이러한 議事錄은 要請이 있을 때에, 會議終了後 1年以內에 會議 
構成員들에게 發送된다.

이 外에 도 可能한 限 代表者會議의 會合이 나 會議의 全體會議 및 諸委 
員會의 槪要事項을 記錄한 報吿書는 當該機構가 이를 準備하며 會合 翌 
日에 會議構成員들에게 配付되어야 한다.

第20條 （代表者會議 및 委員會）

本章의 規定은 代表者會議와 會議에 의하여 指名된 諸委員會에도 適 
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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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代表者會議

第21條（組織）
會議와 同時에 開催되는 代表者會議의 開會는 會議의 開會前日이나 또 

는 同日字에 開催되어야 하며 會議召集의 責任을 진 機構의 總裁 또는 
議長이 이를 主宰한다.

代表者會議는 그 構成員中에서 議長, 副議長 各 1 名과 書記 1 名을 
選任한다. 議長은 規約 第4 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者會議의 議事 日程 
을 準備한다.

代表者會議가 規約エ第5條에서 말하는 條件에 의하여 兩次 國際會議 
中間에 開催되는 境遇에는 常置委員會委員長이 그 開會를 主宰한다. 臨 
時議事日程은 常置委員會에 의하여 事前에 作成한다.

第4章常置委員會

第22條（委員）
規約 第 9 條에 의 하여 設置되 는 常置委員會 委員은 國際會議構成員들 

의 投票에 의하여 選出된다.
여기에서 絕對 多數를 얻은 5名의 候補가 當選者로 宣言된다.
만일 絕對 多數得票를 得한 候補가 5 名을 超過할 境遇에는 上位得票 

者 5 名이 當選者로 宣言된다.
만일 第 1次 投票에서 絕對 多數得票者가 5 名 未滿인 境遇에는 第2 

次投票 그리고 또 必要하다면 第3 次投票로써 缺員이 充員될 때까지 同 
一한 方法으로 實施한다.

第3次 投票에서는 相對的 多數決에 의하여 決定한다.
前項에 規定된 節決에 의 하여 5 名以上이 選出되는 結果가 나올 때에 

는 抽첨으로써 當選者를 確定한다.
第23條（召集）

常置委員會委員으로 選出된 後 會議에 出席한 選出委員들은 即時 合 
同하고 同委員會의 第 1 次 會合의 召集責任을 맡을 委員을 決定한다.

第24條（節次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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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置委員會는 自體의 節次規則을 制定한다.

第5章 節次規則의 改正

第25條
本 節次規則은 規約 第13條에 規定된 節次에 의하여 그리고 同條에 

規定된 多數決에 의하여 改正될 수丁있다.

12



M. ICRC定款

II
赤十字國際委員會定款

1973年6月21日制定
1973年12月
1974年5月

6日改正
1日改正

第1條(赤十字國際委員會)
1. 赤十字國際委員會(ICRC)는 1863年「제네바」에서 創設되었으며,「제 

네바」諸協約 및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하여 正式으로 承認된 獨自의 定 
款을 가진 獨立的인 機構이다.

2. 同委員會는 國際赤十字0의 一部를 構成한다.
第2條(法的地位)

ICRC 는「스위스」國 民法 第60條以下의 諸規定의 適用을 받는 團體로 

서 法人格을 가진다.
第 3條 (本部 및 標章)

ICRC 의 本部는「제 네 바」에 둔다.

同委員會의 標章은 白地赤十字로 한다. 그 標語는「戰爭中에도 慈悲 
를」(Inter arma caritas) 로 한다.

第4條(任務)
1. ICRC 의 特別한 任務는 다음과 같다.

(a)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하여 宣言된 赤十字基本原則을 維持 

하는 일.
(b) 現行 承認條件을 具備하는 新設 또는 再組織된 國內赤十字社를 承 

認하고 이를 他國 赤十字社에 通報하는 일.
(c)「제네바」諸協約에 의하여 賦課된 任務를 遂行하고 이들 諸協約의

1) 註 國際赤十字는 各國赤十字社,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으  構成 다・「各國 
赤十字社」라는 用語에는 赤新月社  赤獅子太陽社도 包含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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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實한 適用을 위하여 活動하며 또한 上記 人道主義諸協約의 違反 
嫌疑에 관한 모든 苦情을 受理하는 일.

(d) 特히 戰爭 內亂 또는 國內騷擾時에 中立的機構의 資格으로 措置 
를 取하고 그러한 衝突과 그것이 直接的 ;結果로 因한 軍民.의 犠牲 

者들에게 保護와. 援助가 提供되도록 確保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人 
道的인 諸問題에 관하여 衝突當事者間의 仲介者로서의 役割을 하는 
일.

(e)「제네바」諸協約에 規定된 中央情報局의 運用을 確保하는 일.
(f) 그러한 衝突을 考慮하여 赤十字諸機構, 軍醫務機關 및 其他 關係 

當局과의 協力下에 醫務要員 및 醫療裝備의 準備와 發展에 寄與하 
는: 일.

(g) 國際人道法의 繼續的인 向上 및「제네바」諸協約의 보다나은 理解 
와 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可能한 限 이들 諸協約의 擴 
張을 마련하는 일.

(h) 赤十字國際會議가 同委員會에 委託하는 委任事項올 受任하는 일.
2. ICRC 는 特히 中立的이며 獨立機關으로서 그 任務의 範圍內에 屬하 

는 모든 人道主義的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檢討를 要하는 모든 問題 
를 審議할 수 있다.

第5條 (他 赤十字機構와의 關係)
1. ICRC 는 各國赤十字社, 各國赤十字社가 派遣하는 代表者 및 赤十字 

社聯盟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한다. ICRC 는 自體와 赤十字社聯盟의 
事業에 關係되는 問題에 관하여 聯盟과 協力한다.

2. ICRC 와 赤十字社聯盟間의 接觸은 最少限 月 1 回 兩機構 代表者의 
會合으로써 確保된다. 이러한 接觸은 聯盟에 派遣된 1名의 ICRC 代 
表者와 ICRC에 派遣된 1 名의 聯盟代表者에 의하여 보다 더 確實하게 

될 수 있다.
第6條QCRC 의 委員)

1. ICRC 는 自體의 委員을「스위스」國民中에서 互選한다. 同委員會는 
15名 乃至 2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2. ICRC 委員의 權利와 義務는 內規로써 이를 規定한다.
3. ICRC 委員은 4年마다 改選된다. 同 委員은 4年의 任期를 2期 再 

選될 수 있다. 例外로서 ICRC의 委員 4分의 3 多數決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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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 年의 任期를 繼續 重任할 수 있다.
4. ICRC 는 名譽委員을 選出할 수 있다.

第7條（總會）
1. ICRC 의 最高 政策決定機關은 總會이며 總會는 合議體的 性格을 가 

진다. 總會는 原則과 一般政策을 決定하며 ICRC 의 諸般活動을 監督 
한다

2. 總會는 ICRC 委員으로 構成된다. 總會의 議長과 2 名의 그 副議長은 
ICRC 의 總裁와 副總裁가 된다.

第8條（執行理事會）
1. 執行理事會는 合議的 機構이 며 全般的인 業務處理의 責任을진다. 同 

理事會는 ICRC 의 行政管理에 대하여 直接的인 監督을 行한다.
2. 執行理事會는 ICRC 의 委員 또는 委員이 아닌 人士 7 名 以內의 理事 

로써 構成된다.
3. 總會는 執行理事會의 理事, 理事長, 副理事長올 選出한다. 

第9條（部長會）
1. 部長會는 執行理事會의 全般的인 指示에 따라서 事務를 處理할 責任 

을 진다.
2. 部長會는 各部의 部長들로 構成된다. 部의 數 및 機能에 관하여 는 規 

則으로 따로 定한다.

3. 管理機構는 規則으로 따로 定한다.
第10條 （財務上의 約束）

第三者에 대한 ICRC 의 財務上의 約束을 隨伴하는 모든 文書는 ICRC 
가 그러한 目的을 위하여 正當하게 權限을 부여한 2人의 署名이 있어 
야 有効하다. 但, 例外的인 措置로서 ICRC 는 委員 또는 代表 1 名에게 
그의 單獨署名만으로 ICRC의 財務上의 約束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權限 
을 賦與할 수 있다.

第11條 （資產과 財政管理）
1. ICRC 의 主된 資產은 各國赤十字社 및 各國政府의 分擔金과 ICRC 에 

대한 贈與, 遺贈 및 證券類로 부터의 收入으로 한다.
2. 이러한 資產이나 ICRC가 處分可能한 私的 資金은 委員들의 個人 

的 또는 連帶的인 責任과는 別途로 ICRC 에 의한 約束履行의 唯一한 
保證이 된다. 그러한 資產과 資金의 使用은 獨立的인 財政監督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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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3. 解散의 境遇에 있어서라도 委員은 人道的인 目的만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는 1CRC 의 資產에 대하여 個人的인 權利를 가질 수 없다.
第12條（節次規則）

總會는 特히 內部規則의 制定에 의하여 本定款의 實踐을 規定한다.
第13條（改正）

1. 總會는 何時라도 本定款을 改正할 수 있다. 改正은 그것을 1個 項 
目의 議案으로 하는 2 回의 相異한 會合에서 討議의 題目이 되어 야 
한다.

2, 本定款은 最少限 ICRC 全體委員의 半數가 投票하고 그 3 分의 2 以 

上의 賛成에 의해서만 改正할 수 있다.
第14條（發効）

本定款은 1952年 9月 25日字 ICRC定款을 代替하며 1973年 7月 1 
日부터 發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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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赤十字社聯盟憲章

IV
赤十字社聯盟憲章

臨時理事會（「제네바」1976年 n月）에서 採擇

1950年 10月 21日「몬데갈로」第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決議
1965年 9~10月「비엔나」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改正

1969年 10月「이스탄불」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改正
1973年 11月「테헤 란」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改正

1977年 10月 （부카테스트） 第3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改正

前 文

A,基本原則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國際的 聯合體인 本聯盟의 
會員인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는 赤十字國際會議에서 
制定된 赤十字의 基本的인 諸原貝!）, 特히 第20次赤十字國際會議（비엔나, 1 
965年）에서 採擇된 다음의 諸原則을 遵守할 것을 確認한다.

人 道

戰地에서 負傷者를 差別없이 도우려는 意慾에서 부터 誕生된 赤十字는 
그 國際的 國內的 能力이 미치는 限度內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人類의 苦 
難을 豫防하고 輕減시키기 위하여 努力한다. 赤十字의 目 的은 生命과 健 
康을 保護하며 人間의 尊重을 保障하는 것이다. 赤十字는 모든 國民 相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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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의 理解와 恒久的 平和를 增進시킨다.

公 正

赤十字는 國籍, 人種, 宗敎, 階級 、또는 政治的 見解에 관하여 아무런 
差別을 하지 아니 한다. 赤十字는 오직 苦難을 救濟하기 위하여 努力하며 
가장 緊急한 災害를 優先的으로 다룬다.

中 立

赤十字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信賴를 얻기 위하여 敵對行爲에 있어 
어느 便에 加擔하거나 또한 어떠한 때에라도 政治的, 人種的, 宗敎的 또 
는 思想的 性格을 지닌 論爭에 介入하지 아니 한다.

獨 立

赤十字는 自主的이고 獨立的이다. 各國赤十字社는 國內法規를 遵守하여 
自己나라 政府의 人道主義 事業에 補助的 役割을 할 때에 있어 恒常 赤十 
字原則에 쫓아 行動할 수 있도록 自律性을 堅持하여야 한다.

奉 仕

赤十字는 自發的인 救護機關이며 어떠한 形態로라도 利得의 慾望을 가 
지고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單 ー :一

어떠한 國家에라도 오직 하나의 赤十字社만이 存在할 수 있다. 赤十字 
社는 모든 사람에 게 開放되 어 야 한다. 赤十字社는 ー 自 己나라 領土의 全域 
에 검쳐서 그 맡은 바 人道主義的 事業을 遂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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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 遍

赤十字는 汎世界的인 機構이며 그 안에서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는 平等 
한 地位를 가지고 相互 協調에 있어 同等한 責任과 義務를 진다.

B.標 語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는 "戰爭中에도 慈悲를”이라고 
하는 標語와 “人道를 通하여 平和를”이라고 하는 標語를 赤十字運動 全體 
의 理念을 同時에 表現하는 標語로 再確認한다.

總 則

第1條
1. （構成 및 定義） 赤十字社聯盟（以下「聯盟」이라고 稱함）은 各國赤十字 

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國際的인 聯合體이며 法人格을 所有 
하는 團體로서 모든 權利와 義務를 가지고 聯盟 自體의 憲章에 따라서 
行動한다.

2, 本憲章에서 各國赤十字社라고 呼稱할 때에는 赤新月과 赤獅子太陽의 
標章을 使用하는 國家의 該當社도 同一하게 包含한다.

3. 聯盟은 非政府的, 非政治的, 非人種的, 非宗派的 性格을 가지는 獨 
立的인 人道的 機構이다.

4. 聯盟은 國際赤十字의 構成員이 된다.
第2條

1. （主要機關） 聯盟의 最高議決機關은 總會로 한다.
2. 總會의 執行機關은 執行理事會（以下「理事會」라고 稱함）로 한다・

第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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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本部) 聯盟의 本部는「제 네바」에 두며 總會의 決定이 없이는 移轉되 
지 아니 한다.

一般目的

第4條
1. (一般目的) 聯盟의 一般 目 的은 人間의 苦痛을 豫防하고 輕減시킴으로 

써 世界平和의 維持와 促進에 寄與할 수 있도록 各國赤十字社에서 推 
進하고 있는 모든 形態의 人道的 活動을 恒常 鼓舞하고 獎勵하며 容 
易하게 하고 促進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機 能

第5條
1. 本憲章 第4條에서 定하고 또한 赤十字基本原則, 國際赤十字規約 및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에 依據하여 一般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聯盟 
의 諸機能은 特히 다음과 같다.
a) 各國赤十字社間의 連絡, 調整 및 硏究를 하는 常設的機關으로서 行 

動하며 各國赤十字社가 要請하는 援助를 施與하는 일.
b) 모든 國家에 있어서 獨立的이고 正當하게 承認된 國內赤十字社의 

設立과 發展을 獎勵하고 促進하는 일.
c) 모든 災害 犧牲者에게 可能한 모든 手段으로 援助를 行하는 일.
d) 各國赤十字社의 災害救護對備, 救護活動의 組織 그리고 救助業務 

自體에 관하여 援助하는 일.
e)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原則 및 規則에 따라 國際救護活動을 

組織하고 調整하며 指導하는 일.
f) 各國赤十字社로 하여금 自國內에서 關係當局과 協力하여 公衆健康 

의 保護와 社會福祉의 促進을 위한 活動에 參加하도록 獎勵하고 調 
整하는 일.

g) 人道主義 理念을 靑少年들에게 敎育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國家 
의 靑少年間의 友好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間의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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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交換을 獎勵하고 調整하는 일.
h) 各國赤十字社에서 全國民을 對象으로 하여 會員을 募集하고 赤十 

字原則과 理念을 普及시키는 事業을 援助하는 일
i) 赤十字國際委員會 (ICRC)와 締結한 協定에 의하여 國際赤十字의 一 

員으로서 聯盟이 同意한 機能의 範圍內에서 武力衝突로 因한 犧牲 
者를 援助하는 일.

j) ICRC 에서 國際人道法을 促進 發展시키는 것을 援助하고 人道法과 
赤十字基本原則을 各國赤十字社間에 普及시키는 ICRC에 대하여 協 
에 대하여 協調하는 일.

k) 國際的 分野에 있어서 特히 總會에서 採擇된 決定 및 建議事項과 
關聯된 모든 問題를 處理하기 위한 會員社들의 正式代表가 되며 그 
들의 完全性을 守護하고 그들의 利益을 保護하는 일.

1) 赤十字國際會議에서 聯盟에게 委託한 使命을 遂行하는 일.
2. 狀況의 如何를 不問하고 內部 또는 外部로 부터의 權力이 赤十字基 

本原則에 따라서 活動하는 어떤 會員社의 行爲를 妨害하는 境遇 또 
는 如斯한 權力이 그 會員社를 顚覆하거나 또는 그러한 企圖를 하거 
나 또는 赤十字基本原則에 違背되는 目的과 活動에 利用하려는 企圖 
를 하는 境遇에는, 總會 또는 緊急을 要할 때에는 執行理事會가 關係 
된 事實을 調査하고 最後手段으로는 世界의 道義心에 대한 呼訴를 包 
含하여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構成員

第6條
1. (加入 •加入條件) 聯盟 會員社는 다음의 條件을 充足시키는 國內赤十 

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로 한다.
a) 加入을 申請하는 社는 自國政府에 의하여 正式으로 承認될 것 •
b) 加入을 申請하는 社는 赤十字基本原則을 尊重하고 同原則에 의하 

여 行動할 것.
c) 加入을 申請하는 社는 그 所屬國家內의 單一社이고 그 活動範圍가 

全國的으로 미칠 것.
d) 加入을 申請하는 社는 本 憲章 規約을 尊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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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節次) a) 聯盟加入을 希望하는 社는 聯盟總裁에게 申請한다.
b) 國內赤十字社의 加盟은 總會에 의하여 決定된다.

3. 加盟을 申請하는 社는 總會의 次期 會期까지 執行理事會에 의해서 暫 
定的인 加入을 認定받을 수 있다. 暫定的인 聯盟加入을 :認定받은 赤 
十字社는 聯盟活動에 參加할 수 있으나 投票權이 없으며 聯盟內 如何 
한 公式的인 職位에도 選出되지 못한다.

4. (會員資格의 喪失) 會員社는 다음의 境遇에 聯盟會員의 資格을 喪失 

한다.
a) 同社가 脫退하는 境遇
b) 同社가 解散하는 境遇

5. (脫退) 모든 赤十字社는 聯盟總裁에게 6 個月의 期限付 通吿를 함으 
로써 聯盟에서 脫退할 수 있다.

6. (資格 停止) 總會는 如何한 赤十字社라도 다음의 境遇에 는 聯盟 會員 
의 資格이 停止되도록 決定할 수 있다.
a) 同社가 더 以上 本憲章에서 規定한 모든 加入條件을 履行하지 아 

니할 때, 特히 同社의 定款이 變更되어 赤十字基本原則을 違背하고 
있을때.

b) 赤十字社가 自發的으로 또는 自國政府의 壓カ에 의하여 赤十字基 
本原則의 어느 部分이든 違反하고 있을 때.

c) 同社가 聯盟과의 關係를 赤十字基本原則에 背馳되는 目的에 利用 
할 때.

d) 同社가 聯盟의 一般目的에 相反되는 行動을 하고 總會 決定의 適 
用을 組織的으로 拒否할 때.

7. 總會는 資格停止에 관한 執行理事會의 建議에 대한 檢討가 終結되기 
以前에는 會員社의 資格을 停止시키는 如何한 決定도 行하여서는 아 
니 된다.

執行理事會의 建議를 作成하기에 앞서 該當 赤十字社에게 12個月의 
期間內에 2 次의 警吿狀을 事前送付하여야 한다.

이러한 赤十字社는 自己 辯護를 위하여 總會席上에서 意見을 陳述 
하는 權利를 가진다.

8. 資格停止에 관한 總會 決定은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의 3 分의 2 
의 多數決에 의한다. 但, 資格停止를 賛成 投票하는 會員社數가 聯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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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會員의 過半數에 達하여야 한다.
9. (資格停止의 效果) 資格停止를 當한 赤十字社는 即時會員社로서의 權 

利를 喪失한다• 資格停止를 當한 社로서 執行理事會 常設分擔金配定委 
員會, 財政委員會 또는 其他 總會의 모든 補助機關의 構成員인社는 公 
的 機能을 遂行하거 나 또는 그러 한 機關에 被選되 는 權利를 喪失한다.

資格停止를 當한 赤十字社의 모든 所屬員은 그러한 機關內의 公職 
올 遂行하거 나 또는 被選되는 權利를 喪失한다.

總會는 資格이 停止된 會員社를 同一會期中에 即時 交替한다.
資格停止에 따라 聯盟의 資產에 대한 모든 請求權은 消滅된다.

10. (復權) 資格停止를 當한 會員社는 資格停止의 事由가 더 以上 該當하 
지 아니한다는 趣旨의 執行理事會의 建議가 있으면 總會에 의하여 復 
權될 수 있다.

權利와 義務

第7條
1. (權利) 聯盟 會員인 各國赤十字社의 權利는 特히 다음과 같다.

a) 1個의 投票權을 가지는 代表團을 構成하여 總會에 出席하고 總會 
의 業務에 參加하는 權利.

b) 聯盟內 모든 公式機關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權利J.
c) 聯盟에 대하여 他國際機構에 代表를 派遣하도록 要請하는 權利.
d) 自社의 單獨 名儀로나 또는 ー團의 會員社들의 名儀로 總會 및 聯 

盟內 餘他 機關에게 獨自的인 發議로 議案을 提出하는 權利.
e) 聯盟과 直接的인 通信을 하는 權利.

2. (義務) 聯盟 會員인 各國赤十字社의 義務는 特히 다음과 같다.
a) 聯盟의 一般 目 的을 追求함에 있어 서 聯盟을 支援하고 總會 또는 執 

行理事會에 의하여 採擇된 決定事項을 適用하는 義務.
b) 自社의 諸活動에 있어서 恒常 赤十字基本原則이 愼重히 遵守하도 

록 確保하며 그 傘下機關들이 一切 同原則을 違反하는 일이 없도록 
確保하는 義務.

c) 總會에 의하여 策定된 聯盟의 年次 分擔金을 總會가 定하는 期限 

內에 送金하는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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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自社의 定款에 대한 改正案을 聯盟 事務局에 通報하는 義務.
e) 自社內 主要機關의 構成에 관하여 聯盟에 通報하는 義務.

總 會

第8條
1. (構成) 總會는 聯盟 會員社로부터 派遣되는 代表團들로써 構成된다. 

各 會員社는 5名以內의 人員으로 構成되는 代表團을 參加시키며 그 
外에 그 會員社가 指名하는 專門家가 同參할 수 있다. 各會員社는 自 

社의 代表團員中에서 1 名을 代表團長으로 指名하여야 한다.
2. 聯盟의 副總裁와 執行理事會 委員으로 在任中인 各國赤十字社의 代 

表는 個人資格으로 總會의 會議에 參加할 資格이 있으며 그러 나 當事 
者의 所屬 赤十字社의 代表團員으로 包含되어야 할 必要는 없다.

總會의 權限

第9條
1. (權限) 總會는 聯盟의 最高議決機關이며 本憲章에서 聯盟內에 있는 他 

機構에게 授權한다는 것을 明記하지 아니하는 모든 權限을 行使한다.
總會는 特히 다음의 權限을 行使한다.

a) 聯盟의 全般的 方針의 決定.
b) 國內赤十字社의 加入 및 會員社의 資格停止에 관한 決定.
c) 聯盟 總裁의 選出.
d) 聯盟 副總裁의 任命.
e) 各國赤十字社 中에서 執行理事會 委員의 選뵤
f) 聯盟 事務總長 및 經理總長의 任命.
g) 國際赤十字의 諸施設 및 機關에 派送될 聯盟 代表者의 選出.
h) 聯盟內 모든 主要한 補助機構의 設置 및 同機構 構成要員의 選出.

i) 聯盟 諸活動에 必要한 餘他 施設 및 機構의 設立
j) 聯盟의 事業計劃 및 豫算에 대한 檢討 및 承認
k) 聯盟의 財務報吿에 대한 檢討 및 承認
1) 聯盟 會員社의 分擔金 割當에 대한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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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本憲章 施行에 必要한 規程의 制定

n） 執行理事會, 補助機構 및 其他 總會가 設置한 모든 施設 및 機構 
의 報吿에 대한 檢討 및 承認

〇） 各國赤十字社, 執行理事會, 補助機構 및 其他 總會가 設置한 모든 
施設 또는 機構으로 부터 提出된 提案事項에 대한 決定

2. （協定의 批准） 聯盟과 國際赤十字의 他施設間 또는 聯盟과 其他 모든 
國際機構 및 施設間에 締結되는 協定은 總會의 批准을 必要로 한다.

3. （本部의 移轉） 總會는 聯盟 本部의 移轉에 관하여 決定한다• 同決定의 
定足數는 聯盟會員社 3分의 2 의 出席과 出席投票 4 分의 3 多數의 
賛成을 必要로 한다.

4. 總會는 本條 1 項, 2項 및 3 項에 規定된 權限을 聯盟內의 他機構 
에 委任할 수 없다.

5. （管理 및 財政上의 關聯） 總會는 支出이 隨伴되는 決定을 함에 있어서 
는 그러한 모든 提案의 管理的 및 財政的인 關聯에 관한 事務總長의 
報吿를 事前에 提出받아야 한다・ 萬ー 提案된 經費가 豫算만으로 充 
當될 수 없을 境遇에는 一旦 總會가 可用한 所要財源을 調達하기 위한 
措置를 取한 然後라야만 이에 관한 約束을 할 수 있다.

總 會의 會議

第10條
1. （定期 會議） 總會는 最小限 2年에 1 回의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同會議는 通常的으로 聯盟 本部에서 또는 한 會員社의 招請에 의하 
여 他場所에서 開催된다. 이러한 招請을 受諾하게 될 境遇 總會는 
會議場所 및 日字를 決定한다.

2. 赤十字國際會議가 開催되는 年度에는 그것과 同一한 場所에서 同一 
한 時期에 本總會의 會議가 開催된다.

3. （會議場所의 變更） 例外的인 境遇에는 事務總長은 執行理事會 委員社 
들과의 協議下에 總會의 場所 및 必要할 때에는 그 日字까지 變更하 
고 如斯한 變更事頃을 會員社들에게 通報할 수 있다.

25



N.赤十字社聯盟憲章

4. （臨時 會議） 總會의 臨時會議는 赤十字國際會議의 臨時會議와 同一한 
時期에 開催된다.

5. 總會의 臨時會議는 또한 聯盟 總裁, 執行理事會 委員社의 過半數 또 
는 적어도 全體 會員社 5分의 1 의 發議로 또는 緊急時에는 聯盟 事 
務總長의 發議로 開催될 수 있다.

節次 및 投票

第11條
1. （定足數） 總會에 參席하는 各 會員社는 1票씩의 投票權을 가진다•
2. 本憲章 第6條8項, 第9條3項, 第34條, 第36條 및 第37條에 規定 

된 事項을 除外하고는 總會에 있어서의 決定은 定期會議이든 臨時會 
議이든 不問하고 적어도 會員社들의 半數 이상의 定足數가 出席할 때 

에 有効한 것으로 한다.
3. 모는 定期會議 또는 臨時會議에 있어 會員社들의 半數 未滿이 參席 

하였을 때에는 總會의 會議는 再召集되어야 하며 이 會議에서의 決定 
은 參席會員社들의 數와는 關係없이 有効한 것으로 한다.

暫定 議事日程中에 本條 5項에 規定된 重要事項이 包含되어 있을 
境遇에는 前述의 再召集會議는 그 以前에 開催된 會議 後 45日 以上 
90日 以內에 開催되어야한다.

4. （重要한 決定에 必要한 過半數） 重要事項에 關한 總會의 決定은 會員社 
들의 3 分의 2 以上의 出席과 그 3 分의 2 以上의 多數決로써 行한 
다.

5. （重要事項） 重要事項이라고 함은, 한 國內赤十字社의 聯盟會員으로서 
의 加入, 豫算의 票決, 聯盟의 一般目的 및 機能에 관한 定義또는 聯 
盟內 여 러 機構間의 權限 配分에 관한 變更을 指稱한다.

6. （其他 決定에 있어서의 過半數） 其外의 모든 事項에 관한 決定은 出席 
및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單純 多數決로써 行한다. 重要事項으로 分類 
할만한 새로운 事項에 대하여서도 前述한 單純 多數決로써 足한 것으 

로 한다.
7.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의 語意） 本憲章에서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라는 語句는 出席하여 賛, 反의 投票를 하는 會員社를 意味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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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棄權하는 會員社는 投票하지 아니 하는 것 으로 看做한다는 뜻을 말 
한다.

「옵 서 버」

第12條
1.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國際委員會는 總會의 通常會議에「옵서버」 

로서 參席할 資格이 있다.
2. （政府間 機構） 政府間 機構로서 聯盟이 그것에 대하여 諮問的 地位에 

있는 機構는 總會의 通常會議에「옵서버」로서 參席할 수 있다.
3. （其他 機關） 執行理事會 또는 同理事會가 萬ー 會期中이 아닐 때에는 

聯盟 總裁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政府間機關이나 非政府機構와 더불 
어 餘他 모든 機構나 創設途上에 있는 聯盟未加入社에 대하여 그 事 
業活動이 赤十字基本原則에 合致하고 있는 限 總會의 通常會議에「옵 
저버」로서 參加하도록 招請할 수 있다.

執行理事會

第13條
1. （構成과 選擧） 執行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a） 總會에 의하여 選出되는 聯盟 總裁.
b） 本憲章 第17條에 따라서 總會에서 任命되는 8人의 副總裁.
c） 當然職 副總裁 즉 聯盟本部 所在國 會員社의 總裁.
d） 總會에 의하여 選出되는 16個會員社.

委員選出은 公平한 地理的 按配를 考慮하여 야 한다.
2. 本條 1項 d） 號에서 말하는 16個會員社는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 

들의 單純 過半數 賛成에 의하여 任期 4年으로 選出된다. 어떤 會員 
社라도 繼續해서 2 回 任期를 超過하도록 再選出될 수 없다.

3. 執行理事會 委員으로 選出된 各國赤十字社는 可能한 限 同一 人物을 
任期의 全期間中에 執行理事會에 參席하도록 指名하여 야 한다.

4. 聯盟 總裁가 所屬하고 있는 會員社는 執行理事會에 立候補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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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聯盟 事務總長과 經理總長은 執行理事會의 모든 會合에 顧問資格으 

로 參席한다.
第14條

1. (機能) 執行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a) 總會 決定事項의 實踐 및 建議事項의 點檢.
b)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하여 聯盟에 委託된 委任事項에 대한 總會의 

權威下에서의 實踐.
c) 總會 議事日程의 作成.
d) 要請이 있을 때 또는 自體의 發議로 總會에 대한 助言 및 提案의 

提出.
«) 聯盟 機能의 遂行과 關聯되는 問題의 硏究 및 이 點에 관한 意見 

및 提案事項의 總會에 대한 提出.
f) 聯盟의 事務總長職 및 經理總長職에 被任할 立候補의 選定 및 總 

會에 대한 推薦하는 일
g) 專門家委員會 또는 實務班과 같은 臨時 補助機關의 設立 및 同機 

構構成員의 任命.
h) 本憲章 및 總會에 의하여 指定되는 其他 모든 機能의 遂行.
i) 自體 機能의 遂行業績의 總會에 대한 報吿.

2. 總會의 非會期中이거 나 또는 事由如何를 莫論하고 總會가 召集 또는 
開催될 수 없는 境遇에는, 執行理事會는 聯盟 또는 會員社들에게 影 
響을 주는 緊急事態에 對處하기 위 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것 이 許 
可된다.

如斯한 境遇를 위하여 執行理事會가 行한 決定事項은 總會의 次期 
會議에서 承認을 받도록 하여 總會에 提出되어 야 한다. 執行理事會의 
이와같은 緊急權限 許可에서는 本憲章 第9條 1 項, 2項 및 3項에 
列擧된 權限들은 除外된다.

3. 執行理事會는 經費支出을 隨半하는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事前에 聯 
盟 事務總長 및 財政委員會로부터 管理 및 財政上의 關聯에 관한 報 
吿를 提出받아야 하며 그 以前에는 이를 決定할 수 없다. 萬ー 提案 
된 經費가 豫算으로 充當될 수 없을 때에는 總會의 承認을 얻기 以前 
에는 이에 관한 如何한 約束도 할 수 없다.

第1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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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期와 節次） 執行理事會는 聯盟 總裁의 召集에 의 하여 年 2 回 定期 
會議를 開催한다. 그 外에 總裁는 自身의 發議로, 또는 會員社 過半 
數의 要請 또는 聯盟 事務總長의 要請이 있을 때 理事會를 召集한다.

2. 執行理事會의 決定事項은 委員의 半數 以上이 參席하고 出席하여 投 
票하는 會員社의 單純 多數決에 의하여 有効한 것으로 한다. 可, 否 
同數일 境遇에는 總裁가 決定投票權을 가진다.

■3 . 總裁는 諮問委員會 委員長들과 其他 議案討議에 有用한 寄與를 할수 
있다고 보이는 人士를「옵서버」로서 執行理事會에 參席하도록 招請할 
수 있다.

聯盟總裁

第16條

1. （選擧） 聯盟 總裁는 總會에 의 하여 4 年 任期로 選出된다. 總裁는 繼 
續 2 回의 任期에 限하여 그職에 在任할 수 있다. 總裁는 出席하여 投 
票하는 會員社들의 絕對 多數決에 의하여 選出된다.

2. （機能） 總裁는 聯盟의 最高位職者로서 總會에 대하여 聯盟이 自體의 
一般目的을 追求하고 本憲章 第4條 및 第5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自體의 機能을 遂行하도록 確保할 責任을 진다.

3. 總裁는 總會 및 執行理事會의 權威下에 그 職務를 遂行하고,
a） 總會와 더불어 執行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b） 聯盟內 各機關의 業務를 調整하며,
c） 會員社, 國際赤十字의 諸機構, 其他 國際機構들 및 會員社들과 聯 

盟과의 關係에 있어서 聯盟을 代表하며,
d） 其他 總會와 執行理事會에 의 하여 委託된 職務를 遂行한다.

4. （機能의 委任） 總裁는 自 己의 機能의 一部를 副總裁中 1 人 또는 聯盟 
事務總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5. 總裁의 闕位時에는, 執行理事會는 自體의 次期通常會議에서 副總裁 
中 1 名을 任名하여 總會의 次期會期前까지 會長 職務를 遂行하도록 
한다. 執行理事會에 의한 이러한 任命이 있기 以前까지의 期間中에는 
當然職 副總裁가 總裁의 職務를 遂行한다.

6. （總裁의 闕位） 總裁는 特定한 會合 期間中 또는 한 會合의 一部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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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副總裁中의 1 人을 代行者로 指名할 수 있다.
7. 總裁가 그 職能올 遂行할 수 없거 나 代行者를 指命할 수 없을 境遇 

에 는 副總裁中에 서 1 人을 執行理事會에 의 하여 또는 總會가 開會中 
일 境遇에는 總會에 의하여 代行者로 指名된다.

聯盟副總裁

第17條
1. （選擧） 總會는, 本憲章 第11條에 規定된 投票 節次에 의하고 公平한 

地理的 按配를 考應하여,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單純 多數決 
로써 會員社들 中에서 8 個社를 選出하고 그들 8 個社는 各各 自社 
所屬의 人士 1 名을 總會에서 任期 4年의 聯盟 副總裁로 任命할 수 
있도록 候補者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들 赤十字社는 繼續하여 2 0- 
任期에 .限하여 再選될 수 있다.

2. 그 外에 聯盟 本部 所在國의 赤十字社 總裁는 當然職 副總裁가 된다.
3. 本條 1項에서 말하는 選擧에 出馬하는 모든 :會員社는 總會에 의하 

여 全任期間 在任할 副總裁로 任命될 人士의 名單올 事務總長에게 事 
前 通報하여 야 한다.

4. 總會에 의 하여 任命된 副總裁中 어 느 1 人이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 
을 때에는 當該 會員社는 그의 殘餘任期間 在任할 代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聯盟事務總長

第18條

1. （任命） 聯盟事務總長은 執行委員會의 提請에 의 하여 그리 고 總會에서 
미리 定한 條件에 따라 總會에 의하여 任命된다. 聯盟과 事務總長間 
의 契約은 節次規則의 該當 條項에 의하여 執行理事會가 이를 作成하 
여 야 한다.

2. 事務總長은 聯盟의 最高行政官이 된다.
3. （職務） 事務總長은 總會, 執行理事會 및 總裁의 權威下에서 自己의 

職務를 遂行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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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聯盟 事務局을 指揮하고 事務局에 委託되는 業務遂行의 責任을 지 
며,

b) 總會와 執行理事會의 決定事項과 聯盟內 餘他 機構로 부터 委任받 

는 事項을 執行하며,
c) 總會와 執行理事會의 決定事項에 따라 事務局의 各種 業務를 組織 

하고 事務職員을 任命한다.

事務副總長 및 事務次長의 任命은 執行理事會와의 協議를 要한다.
d) 國際赤十字의 餘他 諸機構 및 其他 國際機關 및 會員社들과의 關 

係에 있어서 聯盟을 代表하며,
e) 聯盟 財源의 取得, 管理 및 支出에 관하여 公證形式으로 執行되는 

業務를 包含하는 모든 處理를 위한 第三者 및 法院과의 關係에 있 
어서 聯盟의 有權的 代表가 되며,

f) 總會 또는 執行理事會에 의하여 決定되는 救護 또는 其他 活動을 
指揮한다. 例外的 또는 緊急한 事態에 臨하여 事務總長은 모든 適 
切한 措置를 取하는 權限을 行使할 수 있도록 許可된다.

g) 公共 當局에 대한 補助的 機關으로 承認되고 있는 國內赤十字社 
또는 機構中에서 國際赤十字의 構成員이 아니거나 또는 聯盟 會員 
社가 아니 라 하더라도 赤十字의 基本原則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과의 사이에 關係를 樹立하는 資格이 있으며,

h) 執行理事會와 總裁로 부터 委託받은 其他 職務를 遂行하며,

i) 聯盟 活動에 관하여 總會 및 執行理事會에 報吿한다.
4. 事務總長은 總會 및 執行理事會 그리 고 憲章에 서 別途로 規定하지 아 

니하는 限 總會 및 執行理事會에 의하여 設立된 모든 補助機關의 當 
然職書記가 된다. 事務總長은 聯盟 事務局內 餘他 職員에 게 如斯한 職 
務를 委任할 수 있다.

聯盟經理總長

第19條
1. (任命) 經理總長은 執行理事會의 提請에 의하여 4年의 任期로 總會 

에 의하여 任命된다.
經理總長은 重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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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職務） 經理總長은 全般的인 財務事項에 대하여 聯盟의 最高位諮問職 
이 된다,

3. 經理總長은 聯盟 事務總長으로 부터 財務 및 豫算에 關係되는 모든 
情報 및 文書를 入手하는 權限이 있다.

4. 經理總長은 諮問的 資格으로 總會 및 執行理事會의 모든 會合에 參 
席한다. 經理總長은 財務委員會의 當然職委員이 된다.

聯盟의 資產 및 經理

第20條
1. （民事責任） 聯盟은 自體의 모든 去來와 債務에 대하여 會員社들을 除 

外시키 고 單獨的인 責任을 진다.
第21條

1. （財源 및 財産） 聯盟의 定規의 財源은 會員社들로부터 納入되 는 分擔 
金과 投資收入으로 이루어진다.

2. 聯盟은 自體의 一般目的 및 機能에 의하여 限定된 範圍內에서 適當 
하다고 認定하는 財產을 取得하고 所有하고 讓渡하고 管理한다. 聯盟 
은 各國赤十字社, 個人, 政府 및 其他 公的, 私的 團體들로부터 形態 
의 如何를 不問하고 無制限의 寄附를 받을 수 있다.

3. 聯盟은 用途가, 聯盟의 一般的 活動, 目的 및 權限의 範圍에 屬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特定 用途를 위하여 指定된 資金 또는 財產을 代 

理人 또는 受託人의 資格으로 受取할 수 있다. 聯盟은 自體의 使用 또 
는 受益을 目的으로 하는 不動產의 讓渡를 받을 수 있다.

4. 聯盟은 自體의 職員을 위하여 또는 自體의 모든 活動을 위하여 積立 
保險 또는 其他 資金을 造成하고 管理할 수 있다.

第22條
1. （會計年度） 會計年度는 1月 1 日에 始作하여 12月 31 日에 終了한다.
2. （分擔金） 各 會員社는 常置分擔金 配定委員會에 의하여 決定되고 總 

會에 의하여 承認된 割當額에 依據한 年次 分擔金을 總會에서 定하는 
時日 內에 聯盟에 納付한다.

3. 常置分擔金 配定委員會에 의하여 決定된 分擔金에 대하여 異議가 있 
는 會員社는 即時 同委員會에 訴請할 權利가 있다. 但, 이러한 訴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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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割當額中 異論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部分을 總會가 定한 期限 內에 
納付할 義務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4. 理由 如何를 不問하고 分擔金을 納付할 수 없는 會員社는 常置分擔 
金 配定委員會에 本件을 提訴하고 同委員會에 의하여 決定된 條件에 
따라 同社가 納付할 수 있게 하는 適當한 措置의 方案을 提出할 수 
있다. 但, 이러한 訴請은 分擔金 納付義務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5. 萬ー 會員社가 訴請을 함에 따라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에 의하여 決 
定된 金額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同委員會는 本件을 執行理事會 
에 報吿할 수 있으며 執行理事會는 本件에 관한 措置를 總會에 建議 
할 수 있다. 總會는 執行理事會의 建議와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의 意 
見을 함께 接受하고 當該 赤十字社의 滯納에 관한 宣吿與否를 決定한 
다.

6. 滯納에 관한 宣吿를 받은 會員社는 執行理事會에나 聯盟의 모든 諮 
問委員會 또는 其他 委員會에 대 하여 初選 또는 再選될 資格이 없게 

된다.
7. 滯納된 會員社를 代表하는 者는 누구를 莫論하고 聯盟內의 모든 職 

位에 대하여 初選 또는 再選될 資格이 없게 된다.
第23條

1. （財政上 義務） 聯盟으로부터 脫退하였거나 資格 停止를 當하였거나 또 : 
는 滯納을 宣吿받은 會員社는 前示의 措置가 取하여진 會計年度의 分 
擔金과 그 以前의 未納金과 其他 聯盟에 대한 負債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第24條

1. （豫算案） 聯盟 事務總長은 經理總長과 協議하여 聯盟 豫算을 作成한 
다. 事務總長은 또한 前會計年度에 관한 決算報吿書를 作成한다. 事 
務總長은 이들 文書를 執行理事會에 提出하여 이에 대한 檢討를 求한 
然後 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5條
1. （決算書의 提出 및 魂算의 採擇） 總會는 2 年마다 다음 案件을 審議하 

여 採擇한다.
a） 聯盟 事務總長이 提出하는 過去 2年間의 會計年度 報吿.
b） 聯盟 事務總長이 提出하는 次後 2年間의 會計年度 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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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總會가 開催되지 아니하는 年度에는 執行理事會가 翌年度豫算을 檢 
討하며 萬一 例外的인 狀況이 發生할 때에는 그러한 狀況을 參酌하여 
豫算을 調整하여야 한다.

3, 本憲章 第 9 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하고 總會 
또는 總會가 開催되지 아니할 때에는 執行理事會가 適當하다고 認定 
되는 모든 財政上의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但, 이렇게 하는 境遇에 
는 事務總長 또는 經理總長이 提出하는 建議를 考慮에 넣어야 한다.

第26條
1. （豫算의 管理 및 執行） 承認된 豫算의 管理 責任을 지고 있는 聯盟 事 

務總長은,
a） 分擔金의 收納을 確保하고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經費를 支出하는 

等 豫算을 採擇된 바대로 執行하며,
b） 目的의 如何를 不問하고 聯盟에 支拂되는 모든 資金을 受領하여 

保管하고,
c） 이러한 資金에 관하여 總會 및 執行理事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採擇된 豫算에 따라 이를 處理하며,
d） 經理總長과의 協議後 可用한 資金의 運用과 投資에 관하여 決定한 

다.
第27條

1. （監査） 各 會計年度의 終了時에 當該 年度의 決算은, 
가） 事務總長이 이를 題目으로 하는 報吿書를 作成하고, 
나） 公認會計士 會社가 이에 관한 監査報吿를 한다.
이러한 報吿書類는 聯盟豫算을 照覽하며, 또한 聯盟이 代理人 또는 

受託人의 資格으로 受託한 資金의 使用實態에 관하여 言及하여야 한다.

補助機關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

第28條
1. （構成）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는 議長 1名과 執行理事會의 提請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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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總會에서 個人 資格으로 選出되는 6 名의 委員으로 組織된다.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委員은 再選 

될 수 있다.
委員中 最少限 2 名은 財政 專門家이어 야 하며 그들은 어떤 國內赤 

十字社의 所屬員일 것을 要하지 않는다.
2. （機能）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는 國內赤十字社에 의한 財政的 支援의 

割當額을 決定하기 위한 方式을 隨時로 檢討하고 條正案을 總會에 提 
出하여 承認을 求한다. 同委員會는 2年마다 聯盟 豫算의 確定時期에 
앞서 各 會員社의 割當額을 決定하며 이 를 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求 
한다. 同委員會는 加盟을 申請中에 있는 國內赤十字社의 割當額에 관 
하여서는 同申請이 總會에서 檢討되기 以前에 이를 決定한다. 同委員 
會는 第22條 3項에 따라 國內赤十字社들로 부터의 訴請을 聽取하여 
야 한다. 同委員會는 國內赤十字社들의 滯納額을 把握하며 當該社가 
第22條 4項에 의하여 滯納 宣吿를 받게되어야 하는지의 與否에 관한 
自體의 意見을 執行理事會 및 總會에 表明한다.

財政委員會

第29條
1. （構成） 財政委員會는 다음의 7 人으로 構成된다. 委員長, 總會에 의 

하여 個人資格으로 選出되는 委員 5人, 聯盟經理總長（當然職）
2. （機能） 財政委員會의 機能은 聯盟의 財政管理에 관한 總會의 決定事 

項을 適用하고 實踐함에 있어 執行理事會에 대하여 諮問과 助力을 한 
다.

3. 財政委員會는 聯盟에 影響力을 주는 모든 財政問題에 관하여 諮問한 
다. 同委員會는 總會 및 執行理事會의 各 會議 席上에서 財政問題에 
관한 報吿를 한다.

特히 財政委員會는 年例的 財政報吿와 事務總長이 作成한 豫算에 관 
하여 批評한다. 同一한 方法으로 同委員會는 可用한 資金의 運用과 投 
資에 대하여 批評하고 總會 및 執行理事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思 
料하는 財政上의 措置에 관하여 建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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諮問委員會 및 其他 補助機關

第30條

1. （設置） 總會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諮問委員會, 專門家委員會 및 特 
別委員會를 設置한다.

諮問委員會의 委員을 選出할 때 總會는 公平한 地理的 按配을 考慮 
하여 야 한다.

2. 執行理事會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委員會를 設置한다.
3. 이러한 機關의 組織, 機能 및 業務는 聯盟의 節次規則에 따른다.

地域會議

第31條
1. （性格 및 組織） 地域會議라 함은 參加國 赤十字社들에게 共通的이고 

特別한 關心의 對象이 되는 問題들을 審議함을 目的으로 同一 地域內 
聯盟會員社들의 會合을 말한다.

2. 地域會議는 聯盟憲章과 赤十字基本原則에 따라 開催된다.
3. 한 會員社가 自國內에서 地域會議를 開催하기 위하여 聯盟事務局의 

援助를 要請할 때에는 執行理事會의 承認을 要한다.
4. 聯盟事務局은 正式으로 承認된 會議 主催社에 대하여 可能한 限 援 

助를 提供하여 야 한다.
5. 地域會議의 節次規則은 聯盟 節次規則에 따른다.

赤十字國際委員會와의 協調

第32條

1. （協調） 聯盟은 聯盟憲章, 赤十字國際委員會 定款, 國際赤十字規約 및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決議事項에 의하여 規定된 兩機構의 活動 
올 調整하고 調和시키기 위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緊密한 關係를 

維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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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聯盟은 自體와 ICRC 가 各己 遂行하는 活動과 調和있는 發展을 期하 
는데 必要한 協定을 ICRC 와 締結한다.

3. （會同） 聯盟과 ICRC 間의 協調는 特히 兩機構의 代表者가 最少限 月 
! 回 會同하는 것으로써. 確保된다.

餘他 機構와의 關係

第33條

1. （協調） 聯盟은 適當하다고 思料될 때에는 本憲章의 範圍內에서 政府 
間 國際機關 및 非政府機構들과 協力한다. 이러한 機構들과의 사이에 
締結되는 모든 協定은 總會의 批准을 要한다.

規 程

第34條

1. （規程） 總會는 本憲章의 履行 및 聯盟 任務의 遂行上 必要하다고 認 
定되는 節次 및 其他 事項에 관한 諸規程을 單純 多數決로써 制定 
한다

2. 本憲章 및 現行 節次規則의 範圍內에서 그리고 總會의 承認을 받는 
것을 條件으로 하고 執行理事會 및 聯盟內의 餘他 機構들도 各己의 任 
務 遂行에 必要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3. 總會는 本憲章에 抵觸이 되 지 아니 하는 範圍內에 서 何時라도 單純 多 
數決에 의하여 諸規程을 改正할 수 있다.

特別規定

第35條

1. （特別規定） 總會에서 不得己한 事由로 總裁 및 執行理事會 委員의 選 
擧, 또는 副總裁, 事務總長 및 經理總長의 任命을 行할 수 없을 境遇 
에는 이러한 選擧 또는 任命이 正常的으로 行하여져야 할 時期에 在 
任中인 者의 任期는 總會의 次期會議 終了時까지 延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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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執行理事會가 不得己한 事由로 開催될 수 없고 決定事項이 必要不可 
缺하거나 또는 매우 바람직할 때 그리고 또 萬一 事務總長이 어떠한 
理由에서든 會議가 開催되어 야 할 時期에 總裁 또는 副總裁와의 協議 .

가 不可能할 때 事務總長은 執行理事會의 餘他 委員들과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 協議한 然後 決定을 確保하기 위 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이러한 境遇에는, 事務總長은 執行理事會의 委員全員에게 대하여 個 
個의 案件을 同一形式으로 設問하여 個個의 案件에 대하여「可」또는 
「否」로 簡單하게 回答할 수 있도록 한다.

決定事項은 接受된 回答의 單純 多數決로써 成立되며 回答數가 本 
憲章 第15條 2項에 規定된 定員數에 達하여야 하고 最終 通知의 發 
送日로부터 21日 以內에 接受되어야 有効하다.

3. 事情上 이러한 決定事項을 確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事務總長은 그 
러한 緊急한 境遇에 , 그리 고 聯盟의 事業이 遂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通常的으로 執行理事會의 權限에 屬하는 諸般 事項에 관하여 決 
定을 取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決定을 取하기 前에 事務總長은 可及 
的 連絡 可能한 總裁, 副總裁 및 執行理事會 委員과 協議하고 그들에 
게 自己가 取한 措置에 관하여 周知시킨다.

4. 事情이 許諾하는 限 即時, 事務總長은 執行理事會를 召集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한다. 執行理事會가 開催되었을 때에는 事務總長은 
前次 執行理事會 定期會期 以後 自身이 取한 모든 措置에 관한 報吿 
書를 執行理事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같은 會期中에 
執行理事會는 萬ー 異議가 있을 境遇 特히 總裁와 執行理事會 委員의 
再選擧 및 副總裁의 새로운 任命을 위한 總會 召集을 考慮하여 야 한 
다. 새로 選出된 總裁, 새로 任命된 副總裁 및 새로 選出된 執行理事 
會 委員의 任期는 그들이 選出 또는 任命된 會期의 終了 日 로부터 開 
始된다.

憲章의 改正 .

第36條
1. （權限 및 投票） 本憲章의 諸規定은 會員社들의 3 分의 2 를 定足數로 

하고 出席하여 投票하는 者 4分의 3의 多數決로써 總會에 의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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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改正될 수 있다.
2. 但, 改正案이 承認을 받기 위하여 提出되었을 때 定足數가 未達인 境 

遇에는, 總會는 次期의 通常 또는 特別 會議에서 同一 案件에 관하여 
會員社의 過半數를 定足數로 하고 오직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 3 
分의 2 의 多數決로써 有効한 議決을 할 수 있다.

3. 憲章改正을 위 한 모든 提案은 한 會員社가 最少限 5 個의 다른 會員 
社의 支持를 받아 提出하는 것이 아니면 票決에 붙여질 수 없다.

解 散

第37條

1. （解散） 聯盟의 解散에 관한 決定은 會員社들의 3 分의 2 를 定足數로 
하고 出席하여 投票하는 者 4分의 3의 多數決로써 總會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境遇에 있어, 聯盟 資產은 어느 事情의 如何를 莫論하 
고 配分되어서는 아니되며 聯盟 本部가 所在하는 國家의 大法院에 聯 
盟의 再建時까지 供託되어야 한다.

條文解釋

第38條

1. （條文解釋） 佛語文本이 有權的인 것으로 認定된다. 總會에서 解決을 
보지 못한 本憲章의 解釋 또는 適用에 관한 問題 또는 異見은 어떤 것 
을 莫論하고 執行理事會에 附議處理된 然後 總會에 提出되어 最終 決 
定을 求하여야 한다.

施 行

第39條

1. （施行） 本憲章은 第34次 理事會會議에 提出될 聯盟 節次規則이 一旦 
採擇된 以後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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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赤十字社聯盟節次規則

第3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1977年 10月「부카레스트」採擇

總 則

規 貝リ1

1.1. （總則） 本 節次規則（以下 “本規則”이 라 함）은 各國 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國際的 聯合體인 聯盟 憲章의 履行을 確保함 
을 一般目的으로 한다.

1.2. 法律的 効果가 있는 文書와 協定書에 있어서의「赤十字社聯盟」이 
라는 名稱은 憲章 第 1 條 第 1 項에서 規定한바대로 使用된다.

1.3. 書頭文句와 刊行物에 있어서의 名稱使用은 다음 指示를 따른다. 즉 
「赤十字社聯盟」이 라는 名稱과 3 個標章外에「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國際聯合體」라고 添記한다.

1.4. 本規則은 聯盟의 모든 公式機關의 活動을 規制한다.
1.5. 本規則은 聯盟內部機關들의 職務遂行上 必要한 問題는 規制하지 아 

니하므로, 聯盟機關은 憲章 第34條에 따라 適切한 規程을 作成하는 

것이 許容되며 그것은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6. 本規則規定과 聯盟憲章規定間에 抵觸이 있을 경우에는, 憲章規定 

이 優先한다.

總 會

40



V,赤十字社聯盟節次規則

規 貝リ2

2.1. （會議場所 및 日字） 前次會期 終了時에 總會가 會議開會日字와 會 
期에 관하여 決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執行理事會（以下 “理事會” 
라 稱함）가 이를 定한다.

2. 2. 一會員社로 부터 總會를 聯盟本部 以外의 場所에 서 開催하자는 招 
請이 있을 경우, 그 招請의 受諾은 憲章 第10條 第 1 項에 따라 會 
期中 總會에서 決定한다.

2.3. 前記한 招請은 會議開催豫定地 國家의 赤十字社가 自國政府로부터 
모든 會員社에게 總會에 參加할 代表團派遣을 許諾한다는 趣旨의 
書面保證을 미리 聯盟事務局에 提出한 경우에 限하여 總會에서 承 
認된다.

召 集

規 貝リ3

3.1. （召集） 總會는 本規則 2에 따라 定하여진 場所와 日時에 議長에 의 
하여 召集된다. 召集狀에서는 開催場所, 開會日字 및 豫定된 會議 
期間을 明示한다.

3.2. 召集狀에는 事務總長이 마련하는 關係文書와 補助機關들이 마련하 
는 議事日程에 관한 모든 文書와 함께 理事會가 作成하는 臨時議事 
日 程이 添付되 어 야 한다.

3.3. 事務總長은 會議開催 90日前에 召集狀, 臨時議事日程 및 모든 關 
係文書를 航空登記郵便으로 會員社들에게 發送한다.

臨時議事 日程에 관한 意見

規 貝リ4

4.1. （意見） 모든 會員赤十字社는 臨時議事日程에 관한 意見, 修正 또는 
追加事項을 提出할 수 있으며, 그것은 늦어도 會議의 開會日로부터 
30日以前에 聯盟事務總長에게 到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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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規 貝”5

5.1. （臨時議事日程 內容） 定期會議의 臨時議事日程은 特히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 —會員社 代表團의 點呼 ;
— —採擇;
— — 前次會期 議事錄의 承認 ;
ー ー聯盟現況에 관한 總裁의 紹介 ;
— —前次總會以後의 聯盟活動에 관한 事務總長의 報吿 ;
— —前次總會以後의 活動에 관한 執行理事會의 報吿 ;
— — 兩次會期 中間의 活動에 관한 諸補助機關의 報吿 ;
— —過去 2年會計年度의 事務總長의 豫算報吿;
— —過去 2 年會計年度의 聯盟財政問題 및 會計監査報吿에 관한 理 

事會의 意見書와 함께 次後 2年會計年度의 事務總長의 豫算案;
— —新設赤十字社의 加盟;
— —前次總會에서 包含하기로 決定된 모든 項目;
— —理事會가 包含을 提案한 項目 ；
  包含을 提案한 項目 ；
— —任命；
— —選擧 및 任命；

5.2. （臨時議事日程） 會員社들로부터 接受한 모든 意見, 修正 및 追加事 
項과 함께 會議의 議事日程은 總會의 첫 會合에 提出된다.

5. 3. （最終議事日程） 最終議事 日程은 總會의 決定으로 採擇된다. 오직 
總會가 緊急하고 重要하다고 認定한 項目은 會期中에 議事日程에 
追加될 수 있다，

臨時會議를 위한 追加規則

規 貝q6

1. 1. （臨時會議） 本規則 2 부터 5 까지 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여 總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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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會議에도 適用된다.
a） 場所 및 日字는 理事會와 協議하여 總裁가 決定한다. 但, 憲章 

第10條 4項에 의한 臨時會議는 除外한다.
b） 總裁는 臨時會議를 適期에 召集할 義務가 있다. 日字는 召集要 

請이 憲章 第10條 5 項에 따라 聯盟本部에 接受된 다음 21日 부터 
40日 사이에 決定되어야 한다.

c） 臨時議事日程은 지체없이 聯盟會員社들에게 發送되어야 한다.

會員社의 代表團

規 則7

7.1. （代表團） 各會員社 代表團의 構成員 名單과 그중 1 人의 首席代表 
任命은 可能하면 開會 30日 以前까지 事務總長에게 通報되어야 한 
다. 但, 總裁는 會期中 代表團에 관한 追加, 變更, 削除를 承諾할 
裁量이 있다.

7.2. （專門家） 會員社들은 또한 會議에 隨時로 參席할 專門家의 名單을 
當該會議의 開會時까지 通知하여 야 한다.

「옵 서 버」

規 則8

8.1. （「옵서버」의 發言） 總會가 憲章 第12條에 의 하여 그 會議에「옵서 버」 
의 資格으로 參席하고 있는 어떤 機構와 特別한 利害關係있는 問題 
를 討議할 境遇, 當該機構는 그 會議 議長의 要請에 따라 또는 同機 
構로 부터 의 要請에 대 한 議長의 同意에 의 하여 , 그리 고 또 總會가 

反對하지 아니할 程度로 發言할 權利가 있다. 總會가 反對하지 아 
니한다는 條件下에, 議長은 同 機構에게 關係討議中에 解疎를 目的 
으로 하는 補充發言을 要請할 수 있다.

8.2. （文書閲覽） 總會에의 參席이 許可된 機構의 代表는 秘密事項이 아 
닌 文書와 其他 事務總長이 그들 代表의 處分에 供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文書를 閱覽할 수 있다. 그들은 事務總長에게 申請書를 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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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할 수 있으며, 事務總長은 會期中 配付할 수 있는 文書의 種類와 

範圍를 決定한다.

總會議長

規 貝I] 9

9.1. 總會議長은 聯盟會長이 맡는다.
9.2. 會議 또는 會合의 議長이 되 는 副會長은 會長과 同一한 權限과 議 

務가 있다.

業務의 進行

規 則10

10.1. （開會定足數） 議長은 오직 憲章 第11條에 따라 定足數가 出席한 때 
에야만 總會의 開會를 宣言하고, 審議의 進行을 許한다.

10. 2. 議長은 總會의 모든 討議를 主宰한다. 議長은 本規則에서 別途로 
附與된 權限外에도, 每個의 全體會議의 開會 및 閉會를 宣言하고, 
本規則의 遵守를 確保하며, 案件올 投票에 付하고, 決定事項을 公 
表한다.

文本의 寄託

規 則11

11.1. （文本의 寄託） 總會에 提出될 提案의 文本은 每個 會合前에 飜譯, 
印刷 및 配付를 위한 充分한 時間的 餘裕를 두고 事務總長에게 寄 
託되 어 야 한다.

11.2. （提案, 修正事項） 一般的으로 提案 및 修正事項은 오직 代表들이 
그것의 正確한 文本을 把握하고 있을 때에만이 討議되고, 票決에 
부쳐질 수 있다. 會議進行中에 提出된 提案은 오직 總會의 明示的 
許可가 있어야만 그 會議에서 討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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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 語

規 則12

12.1. （定義） 總會의 公用言語는 同時通譯이 마련될 수 있는 言語를 말 
하며, 議事日程의 諸項과 局限的으로 關聯있는 文書가 作成될 수 있 
는 言語를 말한다.

12.2. 總會의 公式言語는 議長의 事前許可없이 討議中 使用할 수 있는 

言語를 말한다. 公用言語가 아닌 公式言語中 하나를 使用하는 代表 
는 自己의 發言이 公用言語中의 하나로 通譯되도록 하기 위한 準備 
를 하여 야 한다.

12.3. （公式言語） 總會의 公式言語는 佛語, 英語, 西班牙語, 露西亞語, 
中國語 및「아랍」語로 한다.

12.4. （公用言語） 總會의 公用言語는 佛語, 英語, 西班牙語 및 아랍語로 
한다.

「아랍」語의 경우 및 追後에 總會의 公用言語로 認定될 기타 言語 
의 경 우는, 그 言語를 계 속 使用하기 를 願하는 會員社는, 總會가 聯 
盟 豫算으로 그러 한 經費를 充當할 수 있도록 決定할 때 까지 每月 聯 
盟事務局에 의하여 策定된 推定額에 따라 모든 所要經費를 6 個月 
前에 미리 支拂하여야 한다.

12.5. （同時通譯 및 飜譯） 公用言語로의 同時通譯과 飜譯 을 準備할 責任 
은, 會議가「제네바」에서 開催될 경우에는 聯盟事務局이 지고, 한 
會員社의 招請으로 他場所에서 開催된 경우에는 當該赤十字社가 진 
다.

12.6. （其他言語） 公用言語가 아닌 餘他言語로 發言하기를 願하는 모든 
代表는 그 自身이 通用言語中 하나의 言語로 通譯되도록 準備하여 
야 한다. 萬ー 그가 發言하고저 하는 言語가 公式言語가 아닐 경우 
에는, 總裁의 許可를 반듯이 얻어서 使用하여야 한다.

12.7. （文書의 草案作成） 總會에 提出되는 모든 文書는 반듯이 公用言語 
中 하나로 作成듸거나 또는 公用 言語中 하나로 飜譯된 文本이 添付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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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베트」順

規 則13

13.1. （「알파베트」順） 會員社들의「알파베트」順은 所屬各國의 佛語名稱 
의「알파베트」順으로 한다.

討 議

規 則14

14.1. （討議） 如何한 代表라도 議長의 事前許可없이는 發言할 수 없다・
14. 2. 發言者는 發言申請 順序에 따라 發言權이 賦與된다. 議長, 委員 

會 報吿者 또는 個個의 報吿나 討議中에 있는 提案 또는 修正事項 
에 관한 責任이 있는 代表에게는 優先權이 주어진다.

14.3. 議長은 發言者의 發言이 討議中인 議題와 關聯이 없거 나, 赤十字 
社의 基本原則에 符合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發言者에게 注意를 喚 
起시킬 수 있다. 議長은 必要하면 發言者에게 發言中止를 命할 수 
있다.

14.4. 總會는 議長 또는 構成員中 1 社의 提案으로 各 發言者에게 許容 
되는 時間과 各 代表團이 모든 議題에 관해서 發言할 수 있는 回數 
의 制限을 決定할 수 있다.

14.5, 聯盟 事務總長 또는 그의 代理官은 總會, 理事會 및 기 타 모든 機 
關의 會合席上에서 討議中에 있는 모든 問題에 관하여 何時라도 供 
述하기 위한 發言 要請의 權利가 있다.

提案, 動議 및 修正事項

規 則15

15.1. （提案, 動議 및 修正事項） 提案, 動議와 修正事項은 議長이 다른 
決定을 하지 아니하는 限, 提出順序에 따라 討議된다.

15.2. （議事進行） 討議中에 1 代表團이 議事進行問題를 提起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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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討議는 中止되고, 議長은 本規則에 따라 議事進行問題를 即刻 
決定한다.

15.3, 討論의 延期 또는 終結를 위한 動議는 다른 모든 動議에 優先한 
다. 各問題에 관한 討議는 發言者가 더 이 상 없거 나, 또는 1 個代 
表團이 提議하고 다른 4 個代表團이 이 를 支持하는 終結動議가 總 
會에서 採擇되면, 終結된다.

15.4. 議長이 다른 決定을 하지 아니하는 限, 討論의 延期 또는 終結動 
議 또는 議事進行問題에 관하여 賛成과 反對의 發言을 各各 1 人씩 
의 代表만이 할 수 있다.

15. 5. （議長의 議事運營反對提起） 代表團은 議長의 議事運營에 異議를 提 
起할 수 있다. 異議의 提起는 즉각 票決에 붙여져야 하며, 議長의 
議事運營은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의 單純多數로써 取消되지 아니 
하는 限, 그대로 存續된다. 議事進行問題를 提起하는 代表는 討議 
中에 있는 問題의 內容에 관하여 發言할 수 없다.

15.6. （發言者名單의 磨勘） 討論進行中에, 議長은 發言申請者名單을 公 
表할 수 있으며, 總會의 同意를 얻어 同名單의 마감을 宣言한다. 

但, 議長은 先行된 發言과 關聯이 있는 모든 構成員에게 答辯權을 
賦與할 수 있다.

投票權

規 則16

16.1. （投票權） 各 會員社 代表團의 首席代表 또는 그의 不在時에 그를 
代理하도록 任命된 代表團의 構成員은 1 票씩의 投票權을 갖는다. 
어떤 會員社도 他社를 代身하여 投票할 수 없다. 代理投票 또는 書 
信投票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16.2. 聯盟의 總裁, 副總裁 및 理事會 委員赤十字社들의 代表는 自己의 
所屬 赤十字社에 割當된 投票權外에는 總會에서 投票를 하지 못한 
다.

16.3. 前項은 議長職을 맡게 될 모든 代表들에게 關係된다.
16.4. 憲章 第12條에 의하여 總會의 모든 會議에 參席하는 「옵서버」는

47



V,赤十字社聯盟節次規則

投票權이 없다.

投票節次

規 則17

17.1. （投票節次） 一般規則으로 投票는 擧手 또는 起立으로 行한다.
17.2. （呼名） 投票는 5 個 代表團의 要求가 있으면 呼名으로 行할 수 있 

다. 이 경 우 代表團들은「알파베 트」順으로 呼名된다. 第 1 番으로 投 
票하는 赤十字社의 이름은 추첨에 의하여 決定된다.

7.3. （秘密投票） 投票는 出席하여 投票하는 代表團들의 單純多數로 決 
定되면 秘密投票로써 行한다. 이 경우 事務總長은 投票用紙를 配付 
한다. 投票前에 議長은 出席한 會員社들의 代表中에서 2名의 計票 
委員을 指命하고, 計票委員은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人의 協助下에 
投票用紙全部를 거둔 然後에 計票를 行한다.

7.4. （投票의 妨害） 議長이 投票의 開始를 宣言한 然後에는, 如何한 代 
表도 投票進行 自體에 관한 議事進行問題를 除外하고는 投票를 妨害 
하여서는 아니된다.

17.5. （過半數의 語義） 憲章 第11條에 의하여, 總會의 決定은 出席하여 

投票한 會員社들의 多數決로써 이를 行한다.
『出席하여 投票한 會員社』란 表現은 出席하여 賛成 또는 反對의 
投票를 行한 會員社를 意味한다. 投票를 棄權한 會員社는 投票하 
지 아니한 것으로 認定된다. 憲章에 依據한 限定多數決은 憲章 第 
6條 8項, 第11條 4項, 第36條 2項에 規定된 바와 같이 出席 
하여 投票한 會員社들의 3 分의 2 多數이 거 나, 또는 憲章 第 9 
條 3 項, 第36條 1 項 및 第37條 1 項에 規定된 바와 같이 出席 
하여 投票한 會員社들의 4 分의 3多數로 이 루어 진다.
絕對多數決은 憲章 第16條 1 項에 規定된 바와 같이 出席하여 投 
票한 會員社들의 過半數（50%）로써 이루어진다.
單純多數決은 憲法 第11條 6項, 第15條 2項, 第17條 1項, 第 
34條 1項 및 第35條 2項에 規定된 바와 같이 出席하여 投票한 
會員社들의 最多數를 獲得한 모든 多數決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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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決1嗔序

規 則18

18.1 . （票決順序） 提案 또는 動議에 대한 修正事項이 있을 때에는 修正 
事項을 먼저 票決에 붙인다.

18.2 . 數個의 修正事項이 있을 境遇에는, 議長은 原案과 比較하여 가장 
相異한 修正事項을 먼저 票決에 붙인다.

18. 3. （動議의 優先權） 本規則 14에 따를 條件으로 하고 아래 에 摘示하 
는 動議는 會議席上에서 다른 모든 提案 또는 動議보다 다음 順序 
로 優先한다. 즉, 
a） 會議의 延期 ;
b） 會議의 停會 ;
c） 討議中인 項目에 대한 討論의 延期 ;
d） 討議中인 項目에 대한 討論의 終結

決 定

規 則19

19.1 . （決定） 決定은 憲章 第11條에 따라 行하여진다.
19.2 . （重要事項） 總會의 議長 또는 모든 會員社는 憲章 第11條 5 項에 

서 言及되지 아니한 問題라도 重要事項으로 發表하도록 總會에 提 
案할 수 있다. 이러한 決定은 憲章 第11條 6項에 따라 單純多數로 

써 行한다.
19.3 . 重要事項에 관한 提案의 修正事項 또는 票決에 붙여진 그러한 提 

案 一部에 관한 總會의 決定은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3 分 
의 2 多數決을 要한다.

19.4 . 모든 票決의 結果는 議長이 이를 公表하며, 議事錄에 記載된다.

提案의 再審議

規 則20

20.1. （提案의 再審議） 어떤 提案이 可決 또는 否決되면, 總會가 出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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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4 分의 3多數로써 決定하지 아니 하는 限, 
그 提案은 同一會期中에 再審議될 수 없다.

20.2. 再審議의 動議에 관한 發言은, 前述한 動議의 發言者와, 5 個 代 
表團의 支持를 얻어 그러한 動議에 反對하는 2名의 發言者에게만 
許容된다. 그 後, 發議者로부터 答辯이 있으면 그것을 들은 다음 그 

動議는 票決에 붙여진다.

名國赤十字社의 加盟 및 停權

規 貝リ21

21.1. （加盟申請 및 文書提出） 聯盟加入올 希望하는 各國赤十字社, 赤新 
月社 및 赤獅子太陽社는 總裁에게 加盟申請書를 送付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다음 書類를 添付되어 야 한다.
a） 申請社의 定款;
b） 申請前 2 個年間의 申請社의 活動報吿 ;
c） 申請社에 대한 自國政府의 正式承認을 받은 事實을 證明하는 書 

類;
d） 申請社가 現行 聯盟憲章을 承認하여, 同憲章 및 總會와 理事會 

의 決定事項을 遵守할 것을 誓約하는 內容의 覺書 ;
e） 申請社가 憲章 第22條 2項에 따라 聯盟에의 財政分擔金 支拂올 

約束하는 覺書.
21.2. （申請의 檢討） 事務總長은 申請書와 附屬書類를 檢討한다. 事務總 

長은 ICRC 의 權限있는 代表와 더불어 申請社가 提出한 書類를 檢 

討하여 承認 및 加入올 위한 條件이 充足되는지의 與否를 決定한다 
萬ー 附屬書類가 憲章에서 規定한 바와같이 加入條件과 一致하게 
되면, 該當社의 加入은 總裁 및 事務總長의 意見書와 ICRC 와의 共 
同審査에 依據한 推薦書와함께 次期 執行理事會에 提出되 어 審議를 
받는다. 萬ー 그렇지 아니할 境遇에는, 事務總長은 必要하면, 申請 
社와 協議하여 總裁와의 合意下에 自己의 意見이 담긴 報吿書를 執 
行 理事會에 提出한다.

21.3. （暫定加入 및 最終加入） 執行理事會가 加入을 許可한 모든 赤十字 
社는 總會가 次期 會議에서 最終決定을 할 때 까지 暫定的으로 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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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看做된다.
萬ー 理事會가 한 赤十字社의 暫定的加入을 承認한 경우, 同社는 

이 問題에 관한 理事會의 決定이 있은 後에 열리는 總會의 첫 會議 
에 申請을 提出하여야 한다. 赤十字衽는 總會가 그 加入申請을 承 

認하면, 即時 聯盟의 會員이 된다. .
21.4. （停權） 理事會는 憲章 第6條 6項에 規定된 境遇 中 하나에 該當 

되는 것 같이 보이는 會員社의 狀況을 調査하여, 理事會의 會合後 
에 열리는 總會의 適切한 會議에서 自體의 意見을 表明하거나 또는 
建議를 할 수 있다. 理事會는 또한 그 狀況이 調査의 對象이 되고 
있는 會員社가 作成한 書類를 包含한 必要한 書類를 準備하여야 한 
다. 會員社의 停權問題와 關聯되는 書類는 이 問題가 總會 議 
事日程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限 配付되어서는 아니된다.

選 擧

規 則22

22.1. （選擧） 總裁의 選擧 및 副總裁職에 任命될 候補者를 각각 指名할 
8 個國赤十字社의 選擧, 그리고 理事會의 委員이 될 16個 會員社의 
選擧는 秘密投票로 行한다.

22. 2. （檢票조員會） 이를 위하여, 代表中에서 選任된 5人으로 構成되는 
檢票委員會는 總裁의 提請에 따라 總會의 第1 次 全體會議에서 單 
純多數로 任命된다. 同委員會의 任期는 當該 會議 期間中에 限定된 
다. 檢票委員會의 委員은 在任中 다른 職에 選任될 수 없다• 同委 
員會는 自體의 長을 任命한다.

22. 3. （檢票人） 檢票委員會의 委員은 總裁, 副總裁, 執行理事會 委員과 
補助機關構成員의 選擧를 위한 檢票人으로서 活動한다.

規 則23

23.1. （公正한 地理的按配） 副總裁에의 就任을 위한 候補者로서 각각 指 
名될 8 個國 赤十字社 및 理事會의 委員이 될 16個 會員社의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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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公正한 地理的 按配가 考慮되어야 한다.

提案目錄

規 則24

24.1. （指名者登錄） 總裁選擧의 候補者, 副總裁指名을 目的으로 하는 候 
補赤十字社 및 執行理事會 委員이 될 候補赤十字社의 指名은 聯盟 
會員社가 하며, 總會 開催 8 日前에 必着하도록 封書로서 事務總長 
에게 發送되어야 한다. 이 封書는 檢票委員會가 設立되는 即時 同 
委員會 議長에게 傳達된다• 候補指名을 提出하기에 앞서, 會員社들 
은 自社가 總裁職에 推薦한 候補者, 副總裁의 指名을 目的으로 하 
는 候補赤十字社 및 理事會의 委員이 될 會員社들의 就任受諾意思 
를 먼저 確認하여야 한다. 副總裁職의 立候補를 承諾한 聯盟 會員 
社는, 總會에서 副總裁選擧가 있을 境遇, 그 職에 選任되도록 自社 
가 指名하는 人士의 姓名을 封書로써, 總會 開催 8 日前까지 必着 
하도록 事務總長에게 發送하여야 한다.

聯盟 總裁職 候補者의 指名도 같은 方法으로 같은 期限內에 事務 
總長에게 送付되어야 한다.

24.2. （候補名單） 總會의 第1次와 第2次 全體會議 사이에 檢票委員會 
는 候補名單을 各代表團 首席代表에게 提示한다. 第2次 全體會議 
終了時까지 各代表團의 首席代表는 追加 候補를 提出할 수 있으며, 
그렇게한 然後 候補名單은 마감된다.

總裁選舉

規 則25

25.1. （總裁選擧） 總裁選擧는 憲章 第16條에 明示된 諸規定에 따라 行한 
다.

25.2. 總裁 候補者의 名單은 第3次 全體會議에서 檢票委員會가 發表 
한다.

25.3. 總裁 候補者全員의 姓名을 記載한 投票用紙는 그 後에 配付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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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裁選擧가 實施된다.
25.4. （第2次投票; 可否同數） 第1次 投票에서 絕對多數를 獲得한 總 

裁 候補者가 없을 境遇에 는, 第 2次 投票가 實施되 고, 最少得票의 

候補者는 名單에서 除外된다.
25.5, 萬一 最少得票를 한 候補者가 複數일 境遇에는 그들 모두가 除外 

된다.
25.6, 萬ー 第2次 投票에서도 絕對多數를 獲得한 候補者가 없을 境遇 

에는, 한 候補者가 必要한 絕對多數를 獲得할 때까지 前項 規定과 
同一한 方法으로 再投票가 實施된다.

副總裁의 選任

規 則26

26.1. （選擧） 本規則 23의 諸規定에 따라, 總會에서 副總裁로 任命될 候 
補者 各 1 人씩을 指名할 會員社들의 選擧는 總裁 選擧가 끝난 後 
에 實施된다.

26.2. （節次） 副總裁職을 위한 會員社의 指名 및 候補者의 姓名은 總裁 
選擧가 ー但 끝난 後, 그리고 本規則 23을 考慮에 넣고 檢討한다. 
새로 選出된 總裁의 所屬 會員社는 副總裁職에 立候補할 資格이 없 
으며 , 同社의 名稱은 候補者名單에 包含되지 말아야 한다.

26.3. 總裁의 所屬 會員社가 提出한 他會員社의 副總裁 候補指名은 時 
限內에 提出된 것이면 有效하다. 總會에서 副總裁職에 選任될 候補 
로 各各 指名될 8 個 會員社의 選擧는 本規則 23의 諸規定에 따라 

總會가 이를 實施한다.
26.4. 總裁職에 落選된 모든 候補는 自己의 所屬 會員社에 의하여 副總 

裁職 候補로 指名될 수 있다. 但, 이러한 立候補 및 指名이 適切한 
時期에 提出되어 야 한다.

26.5. （必要定足數） 總會에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單純多數를 
獲得한 候補會員社들은 副總裁로 各各 選出 및 任命된다. 投票結果 
同數가 되 면 第 2 次 投票가 實施된다. 副總裁職 候補를 各各 指名 
한 8 個會員社의 當選決定은, 이들 8個의 當選會員社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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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補로 指名된 副總裁의 任命을 自動的으로 包含한다.

名國赤十字社의 執行理事會 選擧

規 貝リ27

27.1. （選擧地域按配） 理事會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立候補 提案은 總 
裁 및 副總裁 選擧가 一旦 끝난 後에 그리고 本規則 23의 諸規定을 
考慮에 넣고 檢討한다.

聯盟의 새로 選出된 總裁 및 副總裁가 所屬하는 各國赤十字社는 
憲章 第13條 2 項의 規定에 따라 理事會의 委員이 될 資格이 없으 
며 그들의 姓名은 立候補 名單에 包含되어서는 아니된다. 새로 選 
出된 總裁 및 副總裁가 所屬하는 各國赤十字社가 提出한 다른 赤十 
字社의 理事會 立候補提案은 時限이 지켜진 것이면 有效하다. 理事 
會의 委員赤十字社 選出時에, 總會는 本規則 23에 規定된 要件의 
拘束을 받는다.

27.2. （必要定足數） 總會에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社들의 單純多數를 獲 
得한 赤十字社는 委員으로 選出되며 , 投票結果 同數일 때 는 第2 次 
投票를 實施한다.

事務總長의 任命

規 貝リ28

28.1. （事務總長의 任命） 理事會는 憲章 第18條 1 項에 의 하여 總會가 定 

한 條件에 따라 事務總長職에 資格있는 候補者의 名單을 作成하고 

그들의 立候補資格을 審査하며 , 그中 1 人을 理事會의 同職에 대한 
候補로서 總會에, 提出한다.

萬ー 理事會가 提請한 候補를 總會가 認准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理事會는 開會前에 自體의 名單中에서 새 候補 1 人을 總會에 提請 
한다.

28. 2. 事務總長은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의 單純多數決로 總會에 의 하 
여 任命된다.

28. 3, 理事會는 總會가 定한 條件에 따라 事務總長과 聯盟間의 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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締結한다. 이 契約에는 總長과 새로 任命된 事務總長이 署名한다.

經理總長의 任命

規 則29

29.1. （經理總長의 任命） 經理總長 任命에 관하여는 本規則 28의 1號 및 
2號가 適用된다.

任 期

規 貝リ30

30.1. （任期） 總裁, 副總裁, 理事會의 委員赤十字社 및 經理總長의 任期 
는 그들이 選出 또는 任命된 總會의 會期 終了時부터 始作하여 그들 
의 後任者를 選出 또는 任命할 總會의 次期 會期 終了時에 끝난다.

30.2. （總裁의 缺員） 總裁의 執務不能 또는 欠員時에는 憲章 條16號 5 

項, 6項 및 7項이 適用된다.
30.3. （副總裁의 缺員） 副總裁中 누구라도 執務不能 또는 欠員일 境遇에 

는 憲章 第17條 4項이 適用된다.
30.4. （理事會委員社의 缺員） 理事會의 委員社中 欠員이 發生할 境遇에 

는, 總會는 次期 會期에서 補缺選擧를 實施한다. 補選된 會員社의 
任期는 選擧가 實施될 總會의 次期 會期 終了時에 끝난다.

30. 5.（事務總長의 缺員） 事務總長의 缺員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總會는 
次期 會議에서 任命한다. 理事會에 의하여 事務總長署理가 任命될 
때까지 事務副總長이 事務總長의 職能을 行使한다.

30. 6. （經理總長의 缺員） 經理總長의 欠員이 發生할 境遇에는, 總會는 次 
期會議에서 任命한다. 臨時措置로서, 理事會는 自體의 委員中에서 
經理總長署理를 任命한다.

執行理事會

規 貝IJ 31

31.1. （執行理事會會議） 理事會 會議는 總會가 開催되는 契機에 딴 곳에

55



V.赤十字社聯盟節次規則

서 理事會를 열지 아니하는 限, 聯盟本部에서 開催한다.
31.2. （召集） 理事會는 總裁가 이를 召集한다. 召集狀에는 場所, 開會 日 

字 및 會議期間을 明示하여 야 한다.
31. 3. （議長） 聯盟 總裁는 理事會 會議를 主宰하며, 本規則의 遵守를 確 

保한다.
31.4. （議事日程） 總裁의 同意下에 事務總長이 作成하는 臨時議事日程은 

副總裁들과 理事會 委員社들에게 配付된다. 必要한 경우, 臨時議事 
日程에는 事務總長이 마련한 關係文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議事日 
程 및 關係文書의 受領人들은 그것에 대한 檢討를 할 수 있도록 하 
기위하여 적어도 15日前까지 그것들을 入手하여야 한다.

31.5. （代表 및 代理） 理事會의 모든 委員社는 憲章 第13條 3 項에 따라 
理事會에 대한 自 社代表를 任命할 때 代理人도 함께 任命하여 야 한 
다.

31.6. （代表의 地位） 理事會 委員社의 代表들은 聯盟이 라는 集團의 會員 
으로서 認定되며 總會에서 그들에게 附與된 責務를 遂行할 때에는 
오직 聯盟全體의 利害關係만이 그들의 決定에 影響을 미쳐야 한다.

31.7. （「옵서버」） 總裁는 適切하다고 認定되면 憲章 第15條 3項에 따라 
理事會 定期會議에 顧問資格으로 參加할 人士를 招請할 수 있다.

31.8. （公用言語 및 通譯） 理事會 會議에서 使用되는 公用言語는 佛語, 
英語 및 西班牙語로 한다.

1.9. 理事會에 서 3 個 言語中 하나로 行하는 發言은 다른 2 個 言語로 
通譯된다.

31.10. 前記한 言語外의 言語로 發言하기를 希望하는 委員은 總裁의 許 
可를 얻어야 하며 自身이 委員會 公用言語로의 通譯, 그리고 또 要 
求가 있을 때는 그의 飜譯을 準備하여야 한다.

31.11. （業務遂行） 本規則 9 乃至 11과 13 乃至 20은 理事會의 業務遂 
行에 準用한다.

事務總長

規 則32

32.1. （機能） 事務總長은 憲章 第18條 3 項에 따라 自 己의 機能을 遂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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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總會, 理事會 및 補助機關이 必要로 하는 事務局 및 기 
타 職員과 施設을 募集하고 指揮한다.

32.2. 事務總長은 所要經費가 充當될 수 있을 境遇에는 臨時 또는 特別 
專門家實務作業團을 設置할 수 있다.

32.3. 特히 憲章 第10條 3 項의 諸規定의 範圍內에서 다음의 境遇는 例 
外的 境遇로 認定된다.
— — 모든 聯盟 會員社들의 權利를 保障하기에 適切하지 못 

하기 때문에 ー國 赤十字社가 總會 會議를 準備할 수 없는 경우 ;
— —主催側 赤十字社의 所屬國家가 內部的 混亂을 포함한 어떤 種 

類의 衝突事態에 陷入되어 있는 경우 ;
— —主催側赤十字社가 갑자기 財政的 困難에 直面하는 경우 ;

32.4, 憲章 第10條 3項에 의하여 어떤 決定을 내리기 前에 事務總長은 
當該 赤十字社와 接觸하여 야 한다. .

32.5. （事務局） 總會 및 그 委員會들의 文書, 報吿書, 決定事項 및 建議 
事項을 接受하고 總會의 公用 言語로 이를 飜譯하고 配付하며, 總會 
및 그 委員會들의 議事錄을 作成하며, 其他 總會와 聯盟의 餘他 機 
關들이 必要로 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일은 事務局의 義務이 다.

32.6. 總會, 理事會 및 諮問委員會들에 의하여 採擇된 決定事項과 建議 
事項은 會期終了 30日 以內에 聯盟의 會員社들에게 傳達되어 야 한다.

聯盟의 代表

規 則33

33.1. （聯盟의 代表） 憲章 第16條 3 項 ©와 18條 3 項 （d）에 의 하여 , 
聯盟機關이 召集한 것 以外의 諸會議와 會合席上에서 聯盟을 代表 
하도록 委任된 會員社들의 代表는, 總會, 理事會, 聯盟總裁 또는 事 
務總長이 表明한 公式的 見解에 따라 行動하여 야 한다.

33.2. 聯盟의 代表로서 諸會合에 參席하는 聯盟事務局職員에게도 同一 
한 規定이 適用된다.

33.3. 總裁 또는 事務總長은 前示의 聯盟代表들 모두가 適切한 指示를 
받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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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 및 豫算問題에 관한 規程

規 則34

34.1. 總會는 聯盟의 財政管理를 위한 規程을 制定한다.

建議事項의 財政問題

規 則35

35.1. 聯盟의 諮問委員會 또는 餘他의 ー補助機關은, 事務總長이 作成한 

支出豫算書가 添附되지 아니하고는, 經費支出을 包含하는 建議事項 
을 總會의 承認을 받기 위하여 提出할 수 없다.

35.2. 事務總長은 總會의 承認을 받기 위하여 諮問委員會가 提出한 모 
든 建議事項의 支出豫算明細를 모든 委員會에 通報하여 야 한다.

補助機關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

規 則36

36.1. （選擧） 本規則은 憲章 第28條에 의하여 設立된 常置分擔金配定委 
員會에 適用된다.

36.2, 同委員會의 議長 및 委員은 執行理事會의 建議에 따라 出席하여 
投票하는 會員들의 單純多數決로 總會에 의하여 選出된다.

36.3. 理事會는 이러한 建議를 하기에 앞서, 必要한 個人的 經驗과 資 

格 및 循環의 原則과 地理的 按配둥의 要素가 考慮되도록 確保하기 
위하여 聯盟 事務總長 및 同委員會 委員長과 協議한다.

36.4, 委員의 缺員이 있을 境遇, 그 委員職의 指名은 聯盟 會員인 各國 
赤十字社가 提出할 수 있으며 理事會의 會議開會日 2 個月前에 事 
務總長에게 到達하도록 發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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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提案을 基礎로 하여, 事務總長은 候補者名單을 作成하 
여 次期 總會前에 열리는 마지막 理事會 會合에 提出한다. 理事會 
는 自體의 建議를 總會에 提出한다.

36.5. （節次） 自社의 財政的約束에 관하여 1 會員社가 提起하는 異議는 
理事會에 의하여 個別的으로 審理된다. 當該社에 관한 過去의 書類 

綴 및 最新의 入手可能한 情報가 參考되어 야 한다.
36.6. 同委員會는 當該社가 自己의 義務履行을 如何히 할 것인지에 관 

한 提案을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同委員會는 解決策의 公正, 誠實 
및 衡平性을 勘案하여 그러한 提案을 承認하거 나, 아니면 代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萬ー 어떠한 解決策도 承認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理事會의 建議에 의하여 總會가 最終決定을 내릴 義務가 있다.

36.7. （審議） 本規則 31 1項 乃至 4項, 8項 및 10項은 召集責任, 議 
事日程 準備 및 主宰하는 議長이 맡는 것으로 修正하여 適用된다.

36.8. （辭任） 同委員會의 委員이 在職中에 辭任할 時는 後任者를 選出한 
다. 後任者는 同委員會 議長 및 事務總長과의 合意下에 聯盟總裁가 
任命한다. 모든 境遇에 있어 新任委員의 任期는 次期選擧時에 滿了 
된다.

財政委員會

規 則37

37.1. （選擧） 本規則의 諸規定은 憲章 第29條에 따라 設立된 財政委員會 
에 適用된다. 本規則 36의 2項. 3項 및 4項의 諸規定은 同委員會 
委員의 選擧에 適用된다.

37.2. （構成） 財政委員會 委員은 各己 相異한 國家 및 相異한 會員社에 
所屬되어야 하며 個人的 資格과 經驗을 基礎로 하여 選出된다.

37.3. （任期） 財政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年이며, 그들을 選出한 總會 
會期 直後부터 시작되고 重任할 수 있다.

37.4. （機能） 財政委員會는 財政問題의 硏究에 있어서 理事會를 支援한 
다・ 同委員會는 聯盟의 豫算案을 檢討한다.

同委員會는 總會, 理事會, 總裁 및 事務總長의 要請에 따라 또는 
自體의 發議로 財政問題全般에 관하여 助言한다. 同委員會는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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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에 財政問題에 관한 報吿를 하며, 그리고 또 理事會를 通하여 每 
會期의 總會에도 同一한 報吿를 한다.

37.5. （審議） 同委員會의 審議는 委員 過半數의 定足數가 出席하여야 有 
效하다. 同委員會의 意見은 出席하여 投票하는 委員의 單純過半數 
로 成立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本 
規則 13 乃至 18 規則 31의 2項 및 3 項은 同委員會 業務遂行에 
適用된다.

37.6. （辭任） 同委員會의 委員이 任期中에 辭任할 時는, 後任者를 選出 
한다. 後任者는 同委員會 議長 및 事務總長과의 合意下에 聯盟總裁 
가 任命한다. 新任委員의 任期는 次期 選擧時에 滿了한다.

諸諮問委員會와 其他 補助機關

規 貝リ38

38.1. （諮問委員會의 定議） 諮問委員會라 함은 聯盟의 機能 및 一般 目的 
에 대하여 重要性을 가지는 有關事項 및 技術的問題에 관하여 總會 
및 理事會에 助言하는 聯盟의 常設的 機關이다.

38.2. （專門家委員會） 專門家委員會는 聯盟의 特殊한 技術的, 科學的, 經 
濟的 및 法律的 問題를 硏究하는 協議機關이며, 自體의 審議結果를 
報吿하며, 必要時에는 自體의 建議事項을 總會 또는 理事會에 提出 

한다.
38. 3.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는 總會의 審議와 決定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總會의 會期中 惹起하는 特別한 問題를 考察함을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이다.

38.4. （報吿） 各委員會는 結論 및 最終的 建議事項을 包含한 自體의 活 
動結果를 報吿書에 收錄하여야 한다. 이 報吿書는 各委員會에서 一 
且 採擇되면 總會로 移送된다.

38.5. （理事會의 諸委員會） 理事會의 諸委員會는 特別한 問題를 硏究하 
기 위하여 理事會에 의하여 設立된 有期限의 補助機關이다.

規 則39

39.1. （構成） 各諮問委員會는 可及的 理事會의 委員이 아닌 聯盟會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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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中에서 選拔된 最大限 15個 赤十字社로 構成된다. 聯盟의 하나 
의 會員社는 3 個以上의 諮問委員會에 選出될 수 없다.

39.2. 專門家委員會는 最大限 9 個會員社 및 國內的 또는 國際的으로 
認定된 地位에 있는 專門家들로 構成된다.

39.3, 特別委員會의 構成은 審議의 對象이 될 特別한 問題의 如何에 따 

라 左右된다. 委員의 數는 可能한 限 迅速하게 總會에 報吿하기 위 
하여 가장 效果的인 活動을 確保하여 야 한다.

39.4. 最大限 專門家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委員의 3分의 1은 赤十字 
의 外部出身으로 할 수 있다.

規 則40

40.1. （諮問委員會委員社의 選擧） 各諮問委員會의 委員社는 出席하여 投 
票하는 委員의 單純多數決에 의한 理事會의 建議에 따라 總會에 의 
하여 選出된다.

40.2. （節次） 理事會는 勸吿에 앞서 各諮問委員會의 特殊分野에 있어서 
의 經驗 및 循環의 原則과 地理的 按配와 같은 것이 考慮되도록 保 
障하기 위하여 關係諮問委員會의 議長 및 事務總長과 協議한다.

40.3. 諸諮問委員會 委員의 缺員時 聯盟의 會員社들은 補選委員 候補의 
提案을 理事會의 開會日 2個月前에 到着되도록 期日內에 事務總長 
에게 提出할 수 있다.

各國赤十字社의 提案을 基礎로 하여 事務總長은 候補者名單을 作 
成하여 總會의 次期會期 前에 열리는 理事會의 마지막 會議에 提出 
한다. 理事會는 自體의 建議事項을 總會에 提出한다.

40.4. （「옵서버」） 모든 會員社의 代表들은 投票權없이「옵서버」로서 諸 
諮問委員會의 會合에 參席할 資格이 있다.

規 貝リ41

41.1. （專門家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任命） 各專門家委員會 및 特別委 
員會의 委員은 事務總長과의 協議後 聯盟總裁의 推薦에 따라 總會 
에 의하여 任命된다.

41.2. 理事會의 各委員會 委員은 事務總長과의 協議後 聯盟總裁의 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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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理事會에 의하여 任命된다.

規 則42

42.1. (審議節次 ; 業務遂行) 諸諮問委員會, 專門家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의 審議가 有效化하기 위하여서는 各委員會의 委員 2分의 1 定足 
數의 出席을 要한다. 各委員會는 出席하여 投票하는 委員들의 單純 
多數決에 의하여 自體의 意見을 成立시킨다. 可否同數의 境遇에는 
各委員會의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42.2, 各委員會는 自體의 議長을 選出하며, 必要時에는 委員中에서 副議 
長을 選出한다.

42.3. 各委員會의 議長은,
a) 聯盟總裁 및 事務總長과의 合意下에 會議를 召集할 權限이 있으 

며 ；
b) 聯盟總裁 및 事務總長과의 合意下에 議事日程을 作成하며 ;
c) 各委員會의 業務를 監督하며,
d) 總會 또는 理事會中 適切한 곳에 提出할 各委員會의 活動에 관 

한 報吿를 作成한다.
42.4, 聯盟事務局은 諸委員會의 活動과 關聯되는 事務的 機能을 遂行할 

責任이 있다.
42.5. 本規則 13 乃至 18, 規則 31의 2 項 및 3 項은 모든 委員會의 業務 

遂行에 適用된다.

規 則43

43.1. (任期) 諸諮問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 年이며, 그들을 選出한 總 
會의 會期終了時부터 開始된다.

43.2. 同一한 諮問委員會에서 2 回 重任한 모든 委員社는 오직 4 年의 
期間이 經過한 然後라야만 再選될 수 있다.

43.3. 專門家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43.4. 特別委員會의 設置期間은 總會에서 定한다. 이 期間은 別途의 決 

定이 없는 限 總會의 兩次定期會議中間의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43. 5. 總會는 總會의 閉會時까지 그 任務를 完遂하지 못한 委員會를 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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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次期會期時까지 存續시킬 것인지의 與否를 決定하며, 必要時에는 
中間에 會合을 가질 수 있도록 決定할 수 있다.

43.6. 理事會의 諸委員會의 任期는 理事會가 定한다.

規 則44

44.1. （財源問題） 各委員會는, 聯盟總裁 및 事務總長이 財政委員會로 하 
여금 總會와 執行理事會에 대하여 모든 새로운 提案의 財源問題에 
관한 報吿를 할 수 있도록 各委員會의 建議事項을 時限內에 財政委 
員會에 照會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內에 自體의 報吿書와 建議事項 
을 그들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44.2. 總會 및 理事會는 財源問題에 관한 聯盟總裁 및 事務總長의 助言 
이 없으면 어떠한 諮問委員會 또는 餘他委員會가 提出한 建議事項 
에 대하여서 라도 決定을 할 수 없다.

規 則45

45.1. （辭任） 任期中에 辭任한 諸諮問委員會 委員社는 後任社에 의하여 
交替되며, 後任社는 該當諮問委員會 議長 및 事務總長과의 合意下 
에 聯盟總裁가 任命한다.

45.2. 補任된 委員社는 次期選擧時까지만 委員으로서 在任한다.
45.3. 前項의 規定은 專門家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의 委員이 辭任한 境 

遇에도 適用된다.

赤十字國際委員會와의 協力

規 貝リ46

46.1. （常設的 連絡關係） 事務總長은 聯盟事務局과 ICRC 間의 常設的 連 
絡關係를 維持한다.

46.2. （合同會議） 事務總長은 ICRC 의 權限있는 代表와 더불어 憲章 第 
32條 3項에서 말하는 ICRC와 聯盟의 合同會議를 위한 議事日程을 
作成한다.

46.3. 理事會와 總裁는 合同會議에서 討議될 問題를 提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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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事務總長은 聯盟總裁 및 理事會에 대하여 ICRC 와 聯盟이 共同으로 

다룰 問題를 通報하여야 한다.
46.5. 事務總長은 合同會議에 參席할 聯盟代表를 任命한다.

地域會議

規 則47

47.1. （節次規則） 各地域會議는 獨 自的인 節次規則을 制定하며, 그것은 
本規則에 符合하는 것이어야 한다.

總會와 執行理事會 및 기타 機關의 議事錄

規 則48

48.1. （總會） 事務總長은 總會 會合의 速記錄을 準備한다. 代表者名單과 
總會가 採擇한 決定事項 및 建議事項을 포함한 記錄의 槪要는 總會 
議事錄의 內容이 된다.

48.2. （執行理事會） 上記 1項은 理事會 會合에 適用된다.
48.3. 上記 1項 및 2 項에서 말하는 議事錄은 總會 閉會後 6 個月內에 

그리고 理事會 閉會後 3個月內에 聯盟會員社들에게 配付되어야 한 
다.

48.4. （其他機關） 常置分擔金配定委員會, 財政委員會, 諮問委員會 및 總 
會와 理事會의 諸委員會의 議事錄은 槪要形式으로 提出되어야만 한 
다.

憲章에 대한 改正

規 則49

49.1, 憲章 第36條에 따라, 憲章改正案의 文本은 同改正案이 審議될 總會 
의 開會 6 個月以前까지 事務總長이 聯盟會員社들에게 그 寫本을 
送達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內에 事務總長에게 送付되어야 한다・

49.2. 總會는 憲章 第36條에 따라, 採擇된 改正案이 施行日 字를 決定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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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本節次規則의 改正 및 停止

規 則50

50.1, （改正） 本規則에 대한 改正 또는 追加事項은, 理事會가 任命한 該 
當委員會의 關係報吿書를 總會가 受領하여 이를 審議하는 것을 先 
行條件으로 하고, 總會의 全體會議에서 採擇될 수 있다.

50.2. （停止） 憲章의 關係規定과는 別途로, 總會는 全體會議에서 本節次 
規則中 一部規則의 適用을 停止하도록 單純多數決로써 決定할 수 
있다. 但, 停止의 提案理由가 그 提案이 審議될 會議의 開會 24時 
間以前까지 事務總長을 통하여 모든 代表團에게 通知될 것을 先行 
條件으로 한다.

未規定 事項一節次規則의 解釋

規 貝I] 51

51.1. 本規則 또는 其他 正當하게 採擇된 諸規程에서 特別히 規定되 지 
아니한 모든 事項에 관하여는, 聯盟總裁가 理事會 및 事務總長의 
助言을 聽取한 然後, 赤十字의 基本原則 및 從來의 慣行에 쫓아 決 
定을 내린다. 但, 이러한 決定은 追後의 如何한 規程 또는 其他의 
決定을 制約하지 아니한다.

51.2. 本規則의 佛語, 英語 및 西班牙語 文本間에 差異가 있을 境遇에는 
佛語文本을 有權的인 것으로 한다.

最終規定

規 則52

52.1. （規程의 廢棄） 本規則은 다음의 規程들을 廢棄한다.
a）赤十字社聯盟細則（1969年理事會採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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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新設赤十字社의 赤十字社聯盟加入規程 （1948年 理事會 採擇）
c）赤十字社聯盟諮問委員會規程（1969年理事會採擇）
d）赤十字社聯盟地域會議規程（1948年理事會採擇）

52.2. （發効） 本規則은 理事會에 의하여 採擇된 날로 부터 效カ을 發生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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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間의 協定

——各自 의 機能을 明 白하게 할 目 的으로一

1969年:4月25日ー署名

前 文

赤十字 創始機關인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各國赤十字社의 世界的 聯合體인 
赤十字社聯盟은 다같이 國際赤十字의 構成員이며 各自 機能은 原則的으로 
國際赤十字規約 第 6 條（國際委員會定款） 와 第 7 條（聯盟憲章）에 의 하여 確 
立되어 있다.

그러나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密接하게 協力하면서도 獨立性을 維持하고 
있는 兩 機構 各自의 活動領域을 可能한 限 明確하게 함을 目的으로 하는 
詳細한 規定으로서 國際赤十字規約을 補完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思慮되어 
왔다. 이 들 規定은 友好的 理解의 性格을 가진 本協定의 目的이 되 고 있는 
것이 다.

本 協定에 의하여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兩 機構의 機能을 同時에 行使 
하게 하거나 或은 行使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때에 各自 活動을 調整 
하여 赤十字活動의 統一性과 效果를 確保하려 하는 것이며 또한 各國赤十 
字社와의 關係에 있어서 各自活動의 類似性에서 發生하는 重複과 混亂을 
避하려 고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더 나가서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國際赤十字規約 또는 本 協定에 있 
어서 豫測을 不許하는 問題의 解決을 하지 못할 때에는 國際赤十字規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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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協定을 뒷받침하고 있는 一般原則의 基礎위에서 解決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한다. 特히 赤十字活動은 恒常 도움을 必要로 하는 사람의 利益에 관 
한 것을 優先的으로 다루어야 하며 赤十字의 基本的이고 恒久的인 原則을 
保護하는데 關與하여야 할 것이다. 其外에 豫測하기 艱한 狀況으로 因하 
여 ー定한 限度의 適應을 要求할 때에는 適應되는 狀況을 參酌하고 必要 
할 때에는「제네바」諸協約에 의하여 부여된 國際委員會의 發議權을 考慮 

하여 兩者 合同으로 檢討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이에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제 네 바에 서」

赤十字國際委員會를 代表하여
副 委員長 「작크• 프레 이 몽」

(Jacgues Freymond)

委員 兼 事務總長「쟝 • 삑 떼」
(Jean Pictet)

赤十字社聯盟을 代表하여
總 裁「호세• 바록소• 샤베쯔」

(Jose Barroso-chavez)

事務總長 「헨맄 • 베어」 
(HenriK Beer)

! 民間人을 위한 各國赤十字社의 救護活動

第1條(定義)
本 協定에 있어서 民間人을 위한 救護活動이라 함은 物資援助(食糧, 

衣類, 醫藥品, 避難所, 現金) 外에 各種 要員의 派遣도 包含한다.
民間人의 範圍에는 避難民과 難民도 包含된다.

第 2條 (武力衝突時의 赤十字活動)
國際的 戰爭, 內戰, 封鎖 또는 軍事的 占領下에 있는 國家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 (ICRC)는,「제네바」諸協約과 國際赤十字規約에 따라 
保障된 中立的 仲介 機關으로서, 赤十字國際活動의 一般的 管理責任을 
진다.

이들 國家中의 ー國赤十字社가, 特殊한 狀況下에 또는 自然災害의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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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으로 因하여 , 聯盟에 대 하여 當該國의 民間人들 援助를 提供하도록 要 
請한 경우, 聯盟의 介入方法과 手段뿐만 아니라 國際委員會 및 關係 各 
國赤十字社와의 協力方法은 本協定 第5條와 第6 條에 의해서 狀況에 따 
라 明確히 規定되어 있다.

中立的인 仲介機關의 介入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거 나 或은 이 미 必要 
性이 없게 된 境遇에는,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聯盟의 救護活動에 協力하 
거 나 또는 全責任을 聯盟에 引渡하기 위하여 聯盟과 協定한다.

第 3條 （푸時의 赤十字活動）
平常時에 있어서 聯盟은 ー國 赤十字社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救護 

活動을 調整하고, 配分하는데 協力하며 被援助社에서 要請하거 나 또는 
狀況이 援助를 必要로 할 때에 그 救護活動을 指揮한다.

聯盟이 위와 같은 活動을 遂行하고 있는 對象國家에서 武力衝突이 發 
生하고 特히 中立的 仲介機關의 介人이 必要할 때에는, 聯盟은 國際委 
員會에 대 하여 聯盟과 連絡을 取하면서 , 第 4 條 및 第 5條에 따라서 이 

러한 機能을 發揮하도록 提案한다.
第 4條 （協力하는 方法）

國際委員會아 聯盟이 民間人 救護分野에 協力하도록 要請받았을 때에 
는, 國際赤十字의 全構成員인 國際委員會, 聯盟, 各國赤十字社의 活動 
에 있어서 最大限의 能率과 統一을 確保할 수 있도록「제네바」와 關係 
國內에 必要한 機構를 速히 設置한다.

各種 事態는 特異性을 免치 못함으로 國際委員會, 聯盟 및 當該國赤 
十字社의 各自의 活動分野는 狀況에 따라 次條項에 定한 調整機關에서 
明確하게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第5條（調整機關）.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恒時 遲滯없이 會合할 수 있도록 各各 2 名의 代 
表와 2名의 代理를 任命하며, 그들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a） 關係機關에 대한 交涉과 進行中인 活動狀況에 대 하여 相互 通知하 

는 일. 機構中 一方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發信中, 第2條 및 第 
3條에 의한 他의 一方機構에 關係되는 通信을 遲滯없이 當該 機構 
으로 傳達하는 일.

b） 國際赤十字規約과 本協定의 原則에 따라 赤十字의 迅速한 介入과 
迅速한 救護活動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諸般事項을 決定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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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兩 國際機構中 一方에 대 하여 特定活動을 實行하도록 委任하는 일. 
但 共同活動이 有利하다고 思料될 때에는 이를 排除할 必要는 없으 
며, 이러한 境遇에는 그 方法과 手段을 明確하게 規定하여야 한다.

一個 赤十字社가 國際委員會 또는 聯盟에 대하여 要請事項을 提出하 
거나 或은 自發的으로 援助를 提供하는 경우라도, 兩機構의 任務의 區 
分을 變更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各國赤十字社는 上記 規定에 따라서 取해진 決定을 定期的으로 通知 
하여야 한다.

第6條（呼訴）

一般規則으로서, 救護活動에 관한 呼訴는 第2條 및 第3條에 따라서 
救護活動에 責任있는 兩 國際機構中의 一方이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通報하며 合同으로 呼訴할 수도 있다.

第7條（聯盟現地代表）
武力衝突發生時 聯盟 現地代表가 現場에 派遣되어 있거나 或은 當該 

赤十字社의 要請으로 派遣될 때에는, 그 代表는 國際委員會代表와 協議 
하고 該當 赤十字社에 대한 그의 任務를 遂한다.

I!救急法

本 事業의 推進은 聯盟의 權限에 屬한다.

! 外國人에 대한 法的 援助

本 事業의 推進은 國際委員會의 權限에 屬한다.

N 各國赤十字社의 醫務要員 訓練과 醫療器材 準備

本 訓練과 準備에 대한 推進은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權限에 屬한다. 

兩機關은 이 分野에 있어서의 各自의 活動을 調整한다.

V 戰爭影響으로부터의 民間人의 保護

國際法이 發展함에 따라 民間人의 保護는 國際委員會의 權限에 屬한 
다. 이 는 武力衝突時에 取하게 되는 實踐的인 措置（戰爭危險의 制限, 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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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 安全地帶 無防備都市, 苦痛의 傳達 등）에도 適用된다.
各國赤十字社의 技術的인 準備（民間防衛）를 推進하는 것은 國際委員 

會와 聯盟의 權限에 屬한다. 兩 機關은 이 分野에 있어서 各自의 活動 
을 調整한다.

M 「제네바」諸協約에 관한 研究

「제 네 바」諸協約에 관한 解釋, 法律的 見解에서 본 注解, 協定書式, 適 

用法規 및 類似한 資料의 確立은 國際委員會의 任務로 한다.

W 世界平和 要素로서의 赤十字

모든 赤十字運動에 關聯되는 이 分野에 있어서 兩 機構는 過去와 같 
이 共通된 態度를 取하며 各自의 活動을 調整하도록 努力한다.

W 新設 또는 再組織된 各國赤十字社의 承認

新設 赤十字社의 承認은 國際委員會에서 宣言하고 聯盟加入은 聯盟에 
서 決定한다. 이러한 두 機構의 處理는 同一 條件으로 되어 있으므로, 
調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處理에 先行하여 該當 赤十字社가 所 

謂 各條件을 充足시키고 있는지의 與否, 充足시키고 있다면, 어느 程度 
인가를 알기 위해 合同으로 書類審査를 하여야 할 것이다.

新設 赤十字社의 承認을 公表하기 위하여 國際委員會에서 發行하는 回 
狀에는 聯盟과 合同으로 實施한 審査에 대하여 言及하여야 한다. 同一 
하게 聯盟事務局은 新設赤十字社의 加入을 提案할 때에는 審査 內容을 
參照하여 야 한다.

詳細한 審査 後에 承認 또는 加入을 위한 條件의 充足與否에 관하여 
意見一致를 보지 못 할 때에는 常置委員會의 意見을 求한다.

K 各國赤十字社의 機構와 活動

兩 機構는 各國赤十字社의 定款, 機構, 組織 및 活動에 대하여 共同 
으로 硏究를 繼續하고 必要한 建議를 한다.

71



M. ICRC와 赤十字社聯盟間의 協定

X 各國赤十字社의 完全性 保護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이 分野에 대하여 合同으로, 때에 따라서는 別 
途로 活動한다.

後者의 境遇 兩 機構는 相互 協議한다.

X[ 國際諸機關과의 關係

國際聯合과 其他 國際諸機構와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委員會와 聯盟 
은 赤十字의 統一性과 自主性을 堅持하기 위하여 可能한 限 共同 態度 
를 取할 수 있도록 協議를 계속한다.

刈 常置委員會의 管理費 負擔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常置委員會에 서 所要되 는 管理費의 2分의 1 을 
各各 負擔한다.

XII! 國際委員會 定款 및 聯盟 憲章의 修正

國際委員會와 聯盟은 各自의 權限에 屬하는 問題에 관한 定款이나 憲 
章을 修正할 境遇에는 그 修正에 관하여 他의 一方에게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

XIV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管理機關間과의 連絡

國際赤十字規約 第 8 條를 補充하기 爲하여 兩 機構에 共通的으로 利 
害關係가 있는 問題를 附議하기 위하여 一方의 管理機關會合에 他方의 
管理機關 代表를 招淸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招請받은 代表는 附議에 參 
加하되, 投票權은부여하지 아니한다.

合同會議에서 兩 機構는 定期的으로 各自 活動의 槪要에 대하여 相互 
通知하여야 하며, 그 外에 各種 事業部門擔當者 特히 救護 및 情報分野 
擔當者는 定期的으로 連絡을 取하도록 한다.

兩 機構는 計劃中에 있는 代表派遣 및 重要人士의 訪問에 관하여 相 
互 通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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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協定의 解釋과 協力

權限의 範圍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本 協定의 解釋을 必要로 할 境 
遇에는, 兩 機構는 活動의 責任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速히 決定하여야 
하며, 또는 可能한 協調方法 및 手段에 관하여 協定에 達하도록 하여야 
한다.

後者의 境遇, 그 活動의 全期間中에, 兩 機構의 本部에서나 現場에서 
他方과 協議한다.

XVI 協定의 適用

1951年 12月 8 日字로 締結한 協定에 代置하는 本 協定은, 國際委員 
會와 聯盟 및 各國赤十字社의 名儀로 聯盟理事會에 의하여 批淮되는 대 
로 効力을 發生한다.

本 協定 擔當者의 一方이 脫退하는 境遇에도 이 自體만으로 兩 機構 
를 結束하고 있는 友好關係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看做할 수는 없다. 이 
러한 境遇에는 最少限 6 個月前에 豫吿하여야 한다.

1963年 4月 25日에「제네바」에서 2 通作成 •署名

赤十字社 聯盟을 代表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를 代表하여
「호세 • 바로소 • 샤베쯔」 「작크 • 프레이몽」
「헨릭 • 베아」 「쟝 • 삑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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皿

新設 赤十字社의 承認 D

國際赤十字의 一員이 되고저 希望하는 赤十字社는 以下 列記하는 10個 
承認 條件을 具備하고 모든 必要한 資料 特히 下記에 明示한 資料를 添付 
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에 承認을 申請하여 야 한다.

a) 別記 第3條件에 의하여 當事國 赤十字社로서 承認한 政府의 認 
可書公式抄本一通.

b) 社의 現行 定款 寫本 一通
c)最新事業活動報吿書一通

承認申請書에는 設或 法定規定은 아니지만, 承認을 위한 諸般條件을 遵 

守할 것을 約束하는 趣旨의 宣言文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各國赤十字社 承認에 관한 諸條件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의 共同特別委員會 起草 ; 
1948年「스톡홀름」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 承認

赤十字社는,
1. 傷者 病者의 環境改善에 관한 1949年 8 月 12 日 의「제 네 바」協約을 施 

行하고 있는 獨立國 領土에 設置되 어 야 한다. の
2. 該當國의 唯一한 赤十字社로서 中央機關이 管理하고 그 中央機關이 

國際赤十字의 他構成員의 關係에 대 하여 赤十字社를 代表하여 야 한다.

1) 赤十字社聯盟 加入規程에 해서는 76面 參照.
2) 戰地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 改善에 한 1949年의「제네바」協約에 의 

하 ,「제네바」協約加入은「스위스」聯邦政府에 書面으  通吿하여 그 書面이 到着한 後 6 
個月이 經過하여 効力 이 發生하는 것으   어 있음.「스위스」聯邦政府는 同 諸協約에 署名 는 加入하고 있는 全國家의 政府에게 그 專實 
을 通吿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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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該當國家의 合法的 政府에 의해서 奉仕救護機構로서, 特히 1949年의 
第1「제네바」協約 第26條에 明示한 公的機關의 補助機構으로서 正式 
承認을 받고 있어야 한다. 軍隊를 保有하지 아니 하는 國家에 있어서 
는 民間人을 위 하여 活動하고 公的機關의. 補助機構인 奉仕救護機構로 
서 正式으로 認定되고 있어야 한다.

4. 赤十字國際會議에서 認定한 赤十字基本原則에 따라 活動할 수 있도 
록 自治의 定款을 所持하고 있는 機構이어야 한다.

5. 「제네바」協約에 따라서 赤十字（赤新月 ♦ 赤獅子太陽）의 名稱과 標章 
을 使用하여 야 한다.

6. 그에 부여 된 諸般任務를 効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 야 하 
며, 平常時에 戰時活動에 관한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諸般 活動의 範圍가 國家全體 및 屬領에 미칠 수 있어야 한다.
8. 人種, 性別, 階級, 宗敎 또는 政治的 意見으로 因한 理由에서 그 國 

民의, 會員으로서의 參加를 拒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國際赤十字規約을 遵守하며, 그 構成員인 各國赤十字社와 國際機構 

들을 連結하는 連帶性에 參與하여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여야 한다.
10. 赤十字國際會議에서 規定하는 赤十字의 基本的인 諸原則, 特히 公

正性, 政治的 • 宗敎的 ・ 經濟的 獨立性, 赤十字의 普遍性 및 各國赤十 
字社의 平等性을 尊重하고,「제네바」協約과 이를 補完하는 諸協約의 
精神에 따라서 諸般 事業을 遂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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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赤十字社의 赤十字社聯盟 加入規程

1948年「스톡홀름」第20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 採擇
19기年「멕시코시티」第31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 改正

第1條
自國政府에 의해서 正式으로 承認되고 1946年「옥스포드」에서 開催한 

第19次 理事會에서 認定된 聯盟의「基本的 諸原則」의 精神에 따라 活動 
하고 있는 모든 赤十字社, 赤新月 社는 赤十字社聯盟構成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第2條
聯盟에 加入 申請을 한 赤十字社, 赤新月 社는 他赤十字社나 赤新月 社 

가 存在하지 아니 하는 國家에 서만 할 수 있 으며 , 國家 全體 및 屬領에 
이 르기 까지 活動領域이 미 쳐 야 한다.

第3條
聯盟에 加入할 것을 希望하는 赤十字社, 赤新月 社는 聯盟執行理事會 

議長에게 申請書를 送付하여 야 한다.

第4條
申請書에는 下記 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a) 申請하는 赤十字社의 定款
b) 申請하는 赤十字社의 前年度 事業報吿書
c) 自國政府에서 赤十字社를 正式으로 承認한 立證書類
d) 申請社는 現行 聯盟憲章을 認定하고 또한 遵守하겠다는 趣旨의 聲 

明書
e) 申請社가 加入하는 會計年度의 分擔金——이것은 翌會計年度分擔 

金도 負擔한다는 것임 ーー支拂을 서 약하는 聲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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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聯盟事務局은 提出한 申請書와 添付書類를 審査한다.
添付書類가 聯盟의 基本的인 諸原則에 合致되는 境遇에는 그 社의 加 

入은 事務局意見書와 같이 聯盟執行理事會 次期會議에 上程하게 된다.
事務局은 또한 提出書類가 聯盟의 基本的인 諸原則에 一致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思料된 境遇에도 그 意見書를 添付한 報吿書를 執行理事會 
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6條

執行理事會는 該當赤十字社를 聯盟會員으로 加入시키는데 대하여 第 
一次的으로 決定한다.

第7條

執行理事會에서 加入을 承認한 赤十字社는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聯盟 
理事會 次期會議時까지 暫定的承認을 한 것으로 認定한다.

最終 決定에서 賛成하게 되면 그 赤十字社는 聯盟의 完全한 會員으로 
된다.

執行理事會가 一審에서 그 赤十字社의 加入을 否決한 境遇에는 그 社 
는 總會에 提訴할 수 있다.

第8條

會員이 된 赤十字社는 理事會總裁에 대하여 6 個月前까지 豫吿함으로 
써 聯盟을 脫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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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赤十字社聯盟諮問委員會規程

1969年 9月「이 스탄블」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採擇

第 1 章 目的과 機能

第1條（機能）
本 諮問委員會는 聯盟總會에 대해서 또한 總會가 開催되지 아니할 境 

遇에는 執行理事會에 대하여 助言을 한다.
委員會는 總會나 執行理事會에서 考慮할 수 있도록 權限內에 屬하는 

모든 適當한 問題에 관하여 助言한다. 이러한 問題는 聯盟의 一般的 方 
針에 관한 것도 있으며 또는 技術的인 性格도 包含될 수 있다.

第2條（議事日程）
諮問을 求하게 되는 問題는 總會, 執行理事會, 正副總裁委員會，諮問 

委員會, 各國赤十字社 또는 事務局이 提出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는 總 
裁 및 事務總長의 同意를 얻는 後 關係 諮問委員會委員長에 의해서 議 

事日程에 記入된다.
第3條（範疇）

本 規則이 規定하고 있는 諮問委員會는 다음과 같다.
保健社會諮問委員會，看護諮問委員會，救護諮問委員會，靑少年赤十字 

諮問委員會,發展計劃諮問委員會.
新設되는 如何한 諮問委員會도 現行 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4條（緊急事態）
緊急한 事態時에, 總會總裁 또는 事務總長은 前者를 通하여, 그 委員 

會委員長의 同意下에, 諮問委員會 委員赤十字社 個個人의 代表에 대하 
여 그들이 特別히 能力있는 分野에 관한 諮問要請을 할 수 있다.

78



K.赤十字社聯盟諮問委員會規程

第2章委員社

第5條（構成）
各 諮問委員會는 委員社로 選出된 各國赤十字社 代表로 構成된다. 이 

러한 赤十字社는,
—— 赤十字 全般的인 活動, 特히 諮問委員會의 特殊分野의 活動에 관한 

知識이 豊富한 者
ーー:財政面과 關聯하여 專門的 技術的인 問題에 대하여 啓發的인 助言 

을 할 수 있는 專門家
를 代表로 派遣하여 야 한다.

各諮問委員會는 委員長을 通하여 事務總長同意下에, 國內 또는 國際 
的으로 優秀한 專門家를 同委員會의 顧問資格으로 出席하도록 招請할 
수 있다.

第6條（任命）
各 諮問委員會 委員社는 正 ・ 副總裁委員會의 推薦에 의해서 總會에서 

選出한다.
이러한 推薦에 앞서서 正 ・ 副總裁委員會는 各 諮問委員會 特別分野에 

있어서의 經驗과 輪番制原則과 地域代表制의 原則이 考慮되도록 關係 諮 
問委員長과 事務總長에게 協議한다.
暫定規定

이러한 委員會를 創設할 때에는 正 • 副總裁委員會에서 委員會 構成에 
대한 建議를 하게 된다.

第7條（委員社數）

모든 委員會는 委員赤十字社틀 10以上 16社 以下로 定한다.
第8條（審議 節次）

諮問委員會 審議를 有効하게 하는 定足數는 委員社의 半數를 必要로 
한다.

出席하여 投票한 委員社의 單純 多數決로서 助言을 成文化한다. 可, 
否 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의 投票로서 決定한다.

第9條（任期）

各 委員會 委員社의 任期는 4年이 며 任期開始는 委員社로 任命된 總

79



K.赤十字社聯盟諮問委員會規程

會會議 直後로부터 한다.
委員會는 通常 2年마다 半數를 更新한다.
退任하는 赤十字社는 2次任期를 爲해 서 만 再選될 수 있 다. •

2 期의 任期를 滿了한 社는 4 年後에 비로소 再選의 資格이 있다.
暫定規定

委員長은 4 年 任期로 任命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고 認定되 며 委員會
는 第1次 會議에서 委員長을 選出한다. 繼續하여 抽籤으로서 남은 赤 
十字社中 任期 4年의 委員社 半數와 任期 2年의 委員社 半數를 決定 
한다. 抽籤한 後 1名 또는 複數의 副委員長을 選出한다.

第10條（辭任）
辭任하는 社는 諮問委員會 委員長과 事務總長과 協議하여 總裁가 選 

出한 後任社와 交替하게 된다.
어 느 境遇에 나 새 로 任命된 社는 次期 選擧時까지 辭任한 社를 代身 

한다.
第11條（事務局）

諮問委員會는 委員會 構成 直後 委員社 中에서 4 年任期의 委員長과
1 名 또는 2 名 以上의 副委員長을 選出한다. .

各 諮問委員會의 委員長과 1 名 또는 複數의 副委員長은 後任者가 選 
出 될 때까지 在任한다.

4 年 任期를 2期 滿了하고 退任하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4年이 經 
過한 後에 비로소 再選될 수 있다.

各 諮問委員會는 各 會期의 報吿者를 그 最初의 會合에서 選出한다.

第3章會 議

第12條（會議）
諮問委員會 定期會議는 執行理事會와 總會 또는 兩 會議가 同時에 開 .

催될 때에 同時에 開催된다. .

看護諮問委員會는 別途 時期에 會合할 것을 希望하는 特別한 狀況이 
있음을 認定한다.

定期 또는 緊急한 委員會會議는 總會總裁와 事務總長의 同意下에 委 
員會 召集으로 開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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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事務局）
聯盟事務局은 諮問委員會事業에 關聯된 事務局의 機能을 確保할 責任 

이 있다.
第14條（報吿）

諮問委員會 會議 終了時에는 活動의 大要와 建議를 包含하여 詳細한 
投票與否에 關係없이 多數와 少數의 意見을 作成하여 總會 或은 執行理 
事會中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機關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5條（財政關係）
諮問委員會는 常置財政委員會 委員社로 하여금 全般的인 新提案에 關 

한 財政關係를 檢討할 수 있도록 그 報吿 및 勸吿文을 恒常 所持하게 
한다.

常置財政委員會는 諮問委員會의 勸吿에 대하여 總會나 ’執行理事會에 
서 態度를 表明하기 前에 本問題에 관해서 總會나 執行理事會에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4章特別委員會

第16條（定義）

各 諮問委員會는 事情에 따라 必要한 境遇에는 聯盟事業의 各種 分野 
에 있어서 特殊問題를 檢討하도록 委任하게 되는 問題調査委員會로서의 
役割을 擔當할 特別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이러한 特別委員會는 總會, 執行理事會, 正 • 副總裁委員會 및 事務總 
長에 의해서 設立되는 特別委員會와는 別個로 한다.

第17條（構成）
特別委員會는 要請되는 分野의 專問家로 構成한다. 諮問委員會가 設 

立하는 特別委員會委員長은 關聯 諮問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第18條（委任期間）

特別委員會 委員任期는 任命하는 諮問委員會에서 決定한다. 이 期間 
은 當該諮問委員會의 2 回의 定期委員會 開催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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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赤十字社聯盟地域會議規程

1948年「스톡홀름」第20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 採擇

1 . 地域會議의 定義

地域會議라 함은 同一地域內에 있는 數個 赤十字社의 會議를 말하며 參 
加者들에게 共通的이고 特別한 關心事가 되는 一般的 또는 技術的性格의 
問題를 討議함을 目的으로 赤十字社聯盟의 執行理事會 賛成을 얻어 召集 
하게 된다. 더 正確하게 表現한다면, 地理的으로 地域外에 位置하는 赤十 
字社라 하여도 同一 利害關係가 있으면 參加하도록 招請될 수 있다.

이 會議는 國際赤十字規約과 赤十字社聯盟憲章의 精神에 의하여 開催되 
며 聯盟總會에서 規定한 規則과 規程에 따라야 한다. ”

2 .地域會議招請機關

地域會議의 召集發議權은 各國赤十字社에 있다. 地域會議의 召集을 願 
하는 赤十字社는 聯盟事務局에 대 하여,

a) 會議 豫定時期와 場所
b)討議提案事項
c) 招請 豫定한 赤十字社 名單을 通知하여 야 한다.
이 通知書에 의하여 聯盟事務局은 會議計劃을 作成하고 最終的인 承認 

을 받기 爲하여 聯盟의 執行理事會에 提出한다. 承認이 있으면 執行理事 .

會는 會議運營에 대하여 招請社를 援助하고 助言하기 위하여 聯盟職員을 
派遣한다.

會議에의 招請은 召集하는 社에서 發起되고 發送한다.

1)聯盟節次規則第4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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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地域會議의 組織

地域會議의 物的組織은 聯盟事務局의 助言과, 必要하며 는, 援助를 받아 
招請하는 赤十字社에서 確保한다.

代表에 대한 旅費와 宿泊費를 除外한 全經費는 招請하는 赤十字社에서 
負擔한다.

이것은 招請하는 赤十字社의 政府나 姉妹社나 또는 其他 機關에서 會議 
組織에 必要한 財政的 或은 物質的 援助를 排除한다는 것은 아니다.

4 .節 次

執行理事會에서 聯盟을 代表하여 選出된 聯盟 幹部는 會議 議長을 提案 
한다. 議長으로 提案하게 되는 人士는 招請하는 社의 總裁, 社長 또는 그 
社의 幹部여야 한다. 議長은 第一次 本會議에서 設或 聯盟幹部가 不參한 
境遇에라도 選出된다. 또한 이 會議에서 一名 또는 其 以上의 副議長과 一 
名의 書記를 選出한다.

會議는 本會議만을 開催할 것인지 또는 特定問題를 硏究하는 委員會를 
設定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後者의 境遇 各委員會는 委員會의 委員長, 副 
委員長, 書記의 各一名을 選出한다.

會議 事務局은 聯盟幹部, 會議議長, 副議長, 書記 또는 委員會를 設置 
하였을 境遇에는 그 委員長, 聯盟事務局의 首席代表로 構成한다.

委員會를 設置하면, 同委員會는 委員會委員들이 決議하고 提案한 것을 
受領하여 編輯하는 任務를 擔當하는 小委員會를 指名한다.

各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採擇한 決議事項과 提案에 있어서 重複 
되는 決議 또는 提案을 削除하고, 類似한 決議나 提案을 統合하며 國際赤 
十字規約 및 聯盟憲章에 違背되 는 決議나 提案을 削除하기 爲하여 最終 本 
會議에 앞서 會議의 事務局會合에 上記 決議案 또는 提案을 提出한다.

委員會에서 採擇된 以外의 諸般 決議 및 提案事項은 本 會議에 提出되 
기 一日前까지 會議事務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管理面의 相互 協力을 위한 準備와는 별도로 最終 決定에 관하여 地域 
會議는 執行理事會에 提案事項을 提出하며, 執行理事會는 이를 檢討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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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般的으로 또는 一部를 採擇하거 나, 否認하거 나, 或은 單純하게 諒知하 
는 것으로 處理할 수 있다.

이 規定은 執行理事會가 自己의 責任으로 地域會議의 報吿를 根據로 하 
는 決議를 提案하는 것을 禁하지 아니한다.

(B ) 上記 든 規定은 如何한 境遇에도 各國赤十字社가 그들의 共通  利害關係에 하여 
意思交換하는 것을 妨害해서는 안 다고 解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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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赤十字國際委員會財團定款

1931 년 5 월 1 일 制定

第1條
1907年 12月 10日「스위스」國 民法 第80條 以下 第89條에서 定義하고 

있는 財團은 赤十字國際委員會定款에 따라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戰時 
및 平時에 現在까지 實踐하고 있는 人道的活動을 將來에도 完全獨立的 
으로 維持할 수 있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에 援助함을 目的으로 設立한 
다.

第2條
財團은「赤十字國際委員會 財團」이라 稱하며, 本部를「제네바」에 設 

置한다.
第3條

財團은 다음과 같은 理事로 構成되는 理事會에서 管理한다.
a)「스위스」聯邦會議에서 指名하는 2名의 理事
b) 赤十字國際會議에서, 同 會議가 開催되지 아니할 때에는, 常置委 

員會에서 指名하는 2名의 理事
c) 赤十字國際委員會에서 指名하는 3名의 理事
但 最少限 그中 1 名은 極히 重要한 寄附者中에서 選定한다.
이들 理事는 兩次의 赤十字國際會議 사이에 一定期間동안 任命되며, 

항상 再任命될 수 있다.
理事會는 管理 및 財政規則을 作成한다. 4 名의 理事를 必要한 定員 

數로 한다.
第三者와의 關係에 있어서 財團自體가 代表로 되는 것이며 理事會 二 

名의 理事가 連署함을 必要로 한다.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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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聯邦議會는 第 1 條에서 引用한「스위스」國 民法 各條 規定에 
따라 財團의 監督官廳이 된다.

第5條
「스위스」國民銀行을 基金供託所로 한다.

理事會는 財團에 대하여 財政管理의 責任을 지며 每年 3 月 31 日前에 
監督官廳에 대하여 前年 12月 310 現在의 財政報吿書를 提出하도록 한 
다.

이러한 報吿書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一般報吿로서 赤十字國際會議에 
傳達하게 된다.

第6條

財團의 資本은 赤十字國際委員會에서 所有하는 移讓할 수 없는 財產 
으로 하며 資金額은 386,000「프랑」과 聯邦에서의 寄附金 500,000「프랑」 
과 財團에 관해서 受納되는 各種 寄附金과 遺贈金品으로 한다.

第7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財團 目的（第 1 條）에 따라서 第8條의 留保事項을 

條件으로, 基金의 元金에서 오는 收益은 自由롭게 處理한다. 理事會는 
元金올 管理하고 每年 各 4 半期初에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 하여 其 收 
益을 支拂 保證한다.

第8條
理事會는 第 6 條에 서 規定한 元金 總額 30%를 限度로 하는 收益金의 

10%에서 15%를 保留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保留金은 元金과 同一하게 讓渡할 수 없으며 價値下落에 대한 財 

團의 保證으로 充當한다.
第9條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解散하는 境遇에는,「스위스」聯邦議會는 國際的 
人道主義組織 機構를 指名하고 그 組織體에 게 年次收益을 配定하거 나 그 
러한 組織이 없는 境遇에는 設立者와 寄附者의 意向을 參酌하면서 隨意 
로 그 元金을 使用하는 與否를 決定한다.

第10條
基金設立證書는 委員 3分之 2의 多數로 決定하거나, 監督官廳에서 

同意하지 아니하는 限 理事會에서 變更하지 못한다.
이러한 改正은 財團目的에 何等의 影響을 미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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刈

赤十字輸送機關財團設立證書

1942年4月15日制正
1947年8月25 H改正
1951年12月17日改正

第1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에「스위스」國 民的 第80條以下 第89條에 定義 

되고 있는 財團올「赤十字輸送機關財團」이라는 名稱으로 設立한다.
財團登錄事務所는「바젤」에 設置한다.

第2條
財團의 目的은 支拂을 保證하는 것과 赤十字國際委員會에 委託된 人 

道的 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모든 種類의 輸送을 確實하게 하는데 있 
다.

그러므로 財團은 購買, 傳貰, 貸借함으로써 輸送手段, 특히 船舶을 確 
保한다.

財團은 이러한 種類의 輸送手段을 그 自體에서 運航하거나 또는 第3 

者에게 運航을 手配케 할 수 있다.
모든 事業活動에 있어서 財團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命令에 따라야 

한다.
第3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財團의 資本金으로 10,000「스위스 • 프랑」을 提供 
한다. 이 金額이 增額되지 아니하는 期間中에는 財團 自體에 의한 輸送 
事業을 實施하지 아니한다.

第4條
財團은 最少限 3 名 最大限 7 名의 理事로 構成되는 理事會에서 管理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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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의 理事는「스위스」國民이라야 한다. 理事는 赤十字國際委員會 
에서 任命되고 그: 任期는 3年으로서 再選될 수 있다.

理事會는 理事長 1 名, 副理事長 1 名을 理事中에서 任命한다.
但 兩人은 當分間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의해서 任命되도록 한다.
連帶的으로 活用하는 理事會 2名의 理事가 財團을 合法的으로 代表 

한다.
第5條

必要에 따라서 理事會는「스위스」國民中에서 1 乃至 3名의 運營委 
員會委員을 任名할 수 있다.

上記 運營委員會는 委員會委員 2名의 合同 署名이 나 理事會의 理事 
1 名 或은 正當한 權限을 갖인 者 1 名과 委員會委員 1 名의 合同署名 

으로서만 財團의 이름으로 活動할 權利를 享有한다.
戰時에 있어서는 理事會는 2名의 合同代表를 必要로 하는 規則을 破 

棄하고 理事會의 理事 1 名이나, 運營委員會의 委員 1 名이나 或은 正 

當한 權限을 享有한 者 1 名에게 第 3 者에 대 한 財團代表權을 委任하여 
財團名으로 義務를 履行하게 할 수 있다. 代表權의 이러한 特例는 그 設 
置를 必要로 한 狀況이 終結되면서 中止된다.

第6條
財團 會計는 最少限 年一回 會計事務所에 의해서 監査를 받는다.
指名되는 事務所는「스위스」國旗揭揚의 航海에 관한 1941年 4 月 9 

日字 聯邦政府令에 必要한 資格을 具備하고 있는 곳이라야 한다.
第7條

理事會는 必要에 따라서 管理와 署名, 또는 運營委員會를 存置하였을 
때에는 그 權利와 義務와 監査回數와 範圍를 明記하는 規則을 作成하는 
權利를 享有한다.

이러한 種類의 規則이 有効하기 위해서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 但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同意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이 
規則은 何時를 莫論하고 修正할 수 있다.

第8條
財團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人道的 事業에 關係되는 各 種類의 輸送 

事業에 대한 必要性이 이미 存在하지 아니한다고 明白하게 認定되는 境 
遇에는 解散한다.

88



刈.赤十字輸送機關財團設立證書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러한 境遇 財團理事會에 明白한 이 事由를 通 
吿하여야 하며, 이러한 通吿에 의해서 理事會는 財團의 解散을 進行한 

다.
모든 債務를 辨濟;한 後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이는 赤十字國際委員會 

에 返還된다. 匸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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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리 • 듀낭」硏究院 定款

刈I

「앙리 • 듀낭」硏究院 定款

1965年11月5日制定
1966年10月100改正

I . 名稱, 所在地 및 目的

第1條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및「스위스」赤十字社（以下「設立委 

員機構」라 稱함）는「스위스」國 民法 第60條 FF 의 定하는 바에 따라 社 
團法人을 設立하고 그 名稱은「앙리 • 듀낭」硏究院이라고 하며 本定款의 
規制를 받는다.

第2條

本硏究院은 法人格을 가지 며 그 存續期間은 限定하지 아니 한다. 本硏 
究院의 本部는 赤十字의 發祥地인「제네바」에 둔다.

第3條
本硏究院의 目的은 設立委員機構들에게 赤十字活動의 全般的인 分野 

에 걸친 硏究 調査, 訓練 및 敎育을 實施하는 方法 및 手段을 提供함으 
로써 赤十字의 單ー性과 普遍性의 強化에 寄與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세 設立委員機構들에 게 屬하는 固有의 分野 및 責任은 恒時 尊重된다.

n. 組織 및 管理

第4條

本硏究院의 最高機關은 세 設立委員機構로 構成되는 總會이 다. 各 委 
員機構는 票決權이 1 票씩 있다. 總會의 決定은 全員一致의 票決에 의 
한다. 總會는 最少限 年 1 回 開催된다. 總會는 세 設立委員機構中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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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要請에 의하여서도 開催된다.
委員機構는 輪番的으로 2 年任期의 總會議長을 指名한다.

第5條
總會는 다음과 같은 獨占的인 權限을 가진다.
a) 本定款의 改正
b) 豫算 및 年度別 決算의 承認
c) 本硏究院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모든 規則의 制定
d) 本硏究院의 長期活動計劃의 承認
e) 理事會(第6條 以下에서 規定함)가 推薦한 候補者中에서 本硏究院 

管理責任者의 任命
f) 理事會가 提出하는 모든 問題의 決定

第6條
本硏究院은 各委員機構로부터 3 名씩 派送된 代表들로 構成되는 理事 

會에 의하여 運營된다. 이들 代表는 적어도 2年間의 任期로 指名된다. 
各 委員機構는 必要한 境遇에 副代表를 指名할 수 있다. 理事會는 本硏 
究院의 運營上 必要에 따라 隨時로 開催된다.

各委員機構에 서 1名의 代表가 輪番的으로 2年間씩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理事會의 決定은 出席代表의 多數決에 의한다. 理事會의 開議定足數 

는 理事 6 名의 出席으로 한다.
第7條

理事會는 機能上의 一切의 重複을 避함으로써 可能한 限 簡便하고 經 
濟的으로 本硏究院을 運營한다. 이를 위하여 理事會는 本硏究院의 管理 
의 一部를 設立委員機構中 한 機構에 委任할 수 있다.

理事會는 自體의 決定에 符合하게 그리고 그 統制下에 本硏究院의 圓 
滑한 運營責任을 질 行政官 또는 院長의 任命을 總會에 提請할 수 있다. 

第8條

理事會는 每年 本硏究院의 運營에 관한 報吿書를 總會에 提出한다.

皿.財 政

第9條
本硏究院의 財源은 自體의 設立을 위하여 旣히 蓄積한 基金, 設立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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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機構들의 分擔金 本硏究院에 대 한 寄附金 및 其他 本硏究院의 모든 收 
入으로 充當한다.

第10條

理事會는 每年度末에 次年度의 豫算을 作成하여 總會에 提出한다.
理事會는 關係財政規定이 制定되 어 있지 아니 하는 事項에 관하여 는 如 

何한 支出約束도 受任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1條

理事會는 本硏究院이 自體活動에 適合한 會計帳簿를 維持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理事會는 會計年度의 3/4分期內 

에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를 作成한다. 會計年度는 ,曆年으로 한다.
理事會는 每年度末에 한 公認會計士事務所를 指名하여 本硏究院의 決 

算을 公證받는다.
第12條

本硏究院이 受任하는 財政上의 約束은 設立委員機構들이 共同的 또는 
個別的으로 負擔하게 되는 一切의 責任을 除外하고는 오로지 本硏究院 
自體의 資産에 의하여서만 保證된다.

第13條
이 를 위 하여 理事會에 서 指名한 2 人의 連署는 本硏究院을 拘束한다. 

第14條

適當한 時期에 本硏究院은 1963年 12月 4 日字 聯邦法律에 따라서「스 
위스」政府가 提供하는 建物을 占有한다.

N. 定款의 改正 및 解散

第15條
本定款은 改正을 目的으로 하여 召集되는 總會의 相異한 二次의 會議 

에서 討議를 거친 後 總會의 決定에 의하여 何時라도 改正될 수 있다.
第16條

本硏究院은 總會의 決定에 의하여 時何라도 解散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境遇 總會는 淸算의 責任을 擔當할 公式的機關을 任命한다.
債務辨濟後의 純 資產은 一切 赤十字事業에 歸着되 어 야하며 萬ー그렇 

게 할 수 없을 때에는 設立委員機構 3者間에 均等하게 分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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娜

赤十字標章使用規程

1965年「비엔나」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 採擇»

前 文

陸戰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關한 1949年의 
第1「제네바」協約 第44條에서 처음으로 赤十字標章의 使用에 關하여 2 

種의 規定올 하였다. 하나는 本來 軍醫務部隊에 屬하는 사람 或은 物體를 
同協約이 保護함을 明示하는「保護標章」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 또 
는 物體가 赤十字社에 關聯이 있으면서 도 同協約의 保護를 받지 않음을 가 
리키는 純全한「表示標章」이다.

同 第44條는 뜨한 이러한 두 가지 定義上에 標章의 合法的인 使用을 一 
般的으로 規定한다.

本 規程은 國際法의 諸規定뿐만 아니 라 上記 規定의 本質的인 諸規則을 
參酌하여 赤十字社 및 그 會員들에 依한 標章使用에 關한 여 러 가지 方法 
을 規定한다.

먼저 本規程은 明白히 豫見되지 않은 경우에 解決할 수 있는 數個의 一 

般原則을 規定한다.

原 則

1. 白地赤十字（赤新月 및 赤獅子太陽 註①）의 標章은 本來 紛爭時에 軍 
醫務部隊의 要員, 建物, 施設, 車輛 및 資材를 保護하는 것을 意味한

D 用語의 簡略化를 期하여 以下 赤十字란 用語만을 使用하는 것이지만, 이는 勿論 赤十字에 
關한 限 赤新月 또는 赤獅子太陽에도 適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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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 標章을 物體에 表示함에 있어서는 特히 飛行機에서 明 
白히 보이도록 그 規格은 언제든지 可能한 限 큰 것이어야 되며 지붕 
에 表示하거 나 팔에 찰 수 있 다.

赤十字社는 保護標章에 對한 職權上의 權利를 享有하지 아니한다产 
原則上 戰時에 軍醫務部隊가 任意로 使用할 수 있는 要員, 建物, 車 
輛 및 裝備에만 軍當局이 規定한 指令에 依하여 이 標章을 붙일 수 
있다.

2. 赤十字社는 國內法을 制定하여 平和時에 赤十字標章을 自 由로이 使 
用할 수 있다. 赤十字社는 戰時에 標章을 繼續使用할 수 있으나 그 
標章이 表示하는 사람과 物體는 同協約이 保護하는 사람 또는 物體와 
는 條件을 달리 한다. 特히 그 標章은 比較的 작은 規格이어 야 하며 
팔에 차거 나 또는 지붕에 붙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誤解도 防止하고 赤十字社會員이 標章을 恒時 바로 使用하 
는데 習慣이 되도록 이미 使用中에 있는 標章變更을 避하기 위하여 赤 
十字社는 戰時에 있어서의 前記한 必須條件에 따라 平和時에 그들의 
活動을 爲해서만 標章을 使用하도록 勸誘한다. 따라서 標章은 物體에 
表示함에 있어 恆常 작은 規格이어 야 한다. 同標章은 지붕에 表示해 
서는 아니된다. 唯獨 “保護”記章만으로의 赤十字腕章의 着用은 歡迎 
할 수 없다.

3. 赤十字國際會議에서 規定된 諸原則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標章을 
附着하고 活動할 수 없다.

이 諸原則은 赤十字機關에 對하여 그 目的과 存在理由를 賦與하고 
또 그 特殊活動을 위한 即 被害者에 對한 自進救護, 紛爭으로 因한 直 
接間接의 被害者에 對한 自進救護 및 國內 및 社會災害로 因한 直接 
間接의 被害者에 對한 自進救護를 爲한 基礎가 된다.

따라서 赤十字社는 이 諸原則에 符合되지 않고 또 赤十字社의 固有 
한 義務와 本來의 使命과는 聯關性이 稀薄한 事業——愛國的 性格을 
띤 事業, 어 떤 部門의 民間人 또는 軍事要員을 爲한 福祉事業, 體育 
또는 家庭 經濟敎育事業, 營利目的을 爲한 事業等——을 수행하는 동 
안은 一般通則으로서 赤十字標章의 使用을 禁해야 한다.

2) 國際赤十字 諸機關 및 正當히 認定  該機關員은「제 네바」第 1 協約 第44條 第3項에 依 
하여 항시 標章  使用할 權利를 亨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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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護”標章의 使用時는 變更 또는 追加함이 없이 原型으로 使用되어 
야 한다. 한 個의 垂直線과 한 個의 水平橫斷線으로 構成된 네개 의 팔 
（腕） 이 直角으로 마주치고 旗 또는 방패의 갓에는 닷지 않는 希臘赤 
十字로 알려진 十字를 使用함이 좋을 것이다.

이 十字의 길이와 幅에는 制限이 없다. 붉은 色素의 如何에 관해서 
는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바탕은 恆常 白色이어야 한다. 赤新月 
의 規格, 形態 또는 方向에도 制限이 없다.

5. “表示”標章은 可能한 限 標章옆에 또는 下部에 赤十字社의 社名 또 
는 略名을 記入하되 十字 또는 新月 自體에 彫刻, 標織 또는 記入을 
해서는 아니된다.

赤十字社는 願한다면 各 境遇에 使用되는 標章의 規格 및 面積을 

定할 수 있다.
6. 赤十字社는 標章使用에 關한 諸條件을 定한다. 如何한 사람이든 關 

係文書 即 社員證, 任務 命令書 等의 書類를 所持함이 없이 如何한 形 
體의 赤十字社의 標章도 着用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赤十字社가 所有 또는 使用하는 建物, 事務所 또는 車輛에 標 
章을 붙이는 境遇 赤十字社는 이들 建物, 事務所 또는 車輛의 責任者 
에게 이를 立證하는 書類를 交付한다.

細 則

a, 表示標章의 使用

I .對象者
1. 赤十字社要員 （積極的으로 活動하는一Active members）
이 들이 制服을 着用하는 境遇에 는 赤十字社의 社名 또는 社의 略名을 標 

章周圍 또는 下部에 記入한 社의 標章을「칼라」（襟）, 가슴, 팔, 어깨 또 

는 帽子에 表示할 수 있다.
平服인 境遇에 이들은 단추,「부롯지」,「포켓뱃지」또는「타이」의 形式 

으로 社의「뱃지」를 着用할 수 있다. 이「뱃지」는 標章周圍 또는 下部에 

社名이 들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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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要員 （積極的으로 活動하지 아니하는=Non-active or auxiliary 
members）

一般赤十字會員 또는 보조원ひ은 赤十字의 標章올 단추구멍에 또는 단 
추,「부롯지」,「포켓뱃지」또는「타이」의 形式으로 着用할 수 있으나 그 
標章에는 社名 또는 社의 略名이 들어 있어 야 한다.

一般的으로 이「뱃 지」는 要員 即 任 •委員 •職員 및 奉仕員의「뱃 지」와 
는 區別하여 더 小型이어야 한다.
3. 靑少年赤十字團員
該團員이 着用하는 境遇에는 標章周圍에「靑少年赤十字」또는 RCY의 

略名을 記入한 赤十字 標章을「칼라」（襟）, 가슴, 팔, 어깨 또는 帽子에 表 
示할 수 있다. 平服인 境遇에 이들 團員은 靑少年赤十字 단추 또는「부롯 
지」를 表示할 수 있다.

4. 赤十字社에 依하여 訓練된 應急處置員
非會員이지만 資格을 具備한 者 即赤十字社에 의하여 訓練되었거나 또 

는 그 系統의 試驗을 치룬 應急處置員 또는 救助員은 赤十字社의 同意下에 
大衆의 注力를 喚起시키는「부롯지」또는 徽章形式의「랫지」를 찰 수 있다.

但, 赤十字社는 이「뱃지」着用을 統制하고 關係應急處置員 또는 救助員 
이 그러한 資格으로서의 奉仕를 그만두거 나 또는 再講習 師範講習에 定期 
的으로 參加하지 않는 境遇에는 이「뱃지」를 回收한다.

5. 赤十字 姉妹機關의 會員
赤十字社는 當局과의 合意下에 赤十字社와 同一한 또는 類似한 事業을 

遂行하는 其外團體로서 姉妹關係를 맺은 機關의 會員이 人道主義的 任務 
를 遂行하거나 또는 制服올 着用하는 동안은 그 機關이 自己會員에게 上 
記 第1 條에 規定된 바와 如히 赤十字社會員에게 賦與하는 것과 같은 條 
件下에서 赤十字標章올 附着할 權利를 賦與하도록 許容할 수 있다. 如斯 
히 許容된 社의 社名이 나 또는 社의 略名은 制服에 表示하되 赤十字 標章 
과는 區別하여 一般的으로 赤十字社標章과는 달라야 한다. 이와 같은 許 
可는 姉妹團體가 完全히 赤十字社의 管轄下에 있지 않는限 賦與할 수 없 
다.

U.建 物

3） 어  赤十字社는 이러한 會員의 要員 ・ 非要員의 區分을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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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赤十字社의 獨占建物
赤十字社의 社名과 標章은 建物이 自己 所有이든 아니든 間에 社에 依 

하여 獨占되는 建物에는 이를 表示할 수 있다. 標章은 移轉할 수 있으며 
比較的 작은 規格이어 야 한다, 看板 또는 旗에는 表示할 수 있으나 지 붕 
에는 表示할 수 없다.

7. 部分占有建物
建物이 赤十字社에 依하여 部分的으로만 占有되는 境遇, 社의 標章은 

占有하는 部分에만 前條에 規定된 條件下에 表示할 수 있다.
8. 社의 所有이면서도 占有아니된 建物
赤十字社는 自己所有이지만 第三者에게 貸與하는 建物 또는 事務室에 

社名은 表示할 수 있으나 標章은 表示할 수 없다

찌 車 輛
9. 社의 所有車輛
車輛 特히 赤十字社가 所有하거나 또는 運行하고 또 그 會員이나 職員 

의 使用하는 救急車는 社名과 標章을 表示할 수 있다. 이 標準은 작은 規 
格이야 하며 旗에 表示해서는 안된다. 이 許可는 戰時에도 有効하다.

10. 社의 所有가 아닌 救急車
國內法에 따라 또 1949年의 第 1「제네바」協約 第44條 第4項에 의하여 

赤十字社는 第三者, 個人, 團體 또는 當局所有의 救急車를 指定하여 標章 
을 使用케 할 수 있다.

赤十字社는 如斯한 標章使用을 定期的으로 管理할 權利를 保有함이 없 
이 이를 許可해서는 아니된다.

M,應急處置所
11. 赤十字社에서 所有하고 運營하는 處置所
赤十字社에서 所有하고 또 運營하는 應急處置所에는 戰時, 平時를 莫論 

하고 社名과 標章을 表示할 수 있다.
戰時에는 標章은 작은 規格이어야 하며 旗에 表示해서는 아니된다.
12. 赤十字社의 所有가 아닌 處置所

國內法에 따라 또 1949年의 第 1「제 네 바」協約 第44條 第 4 項에 의 하여 
赤十字社는 純全히 無料로 負傷者 및 患者治療를 爲한 應急處置所를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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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平和時에 標章使用을 許用할 수 있다.
赤十字社는 如斯한 標章使用과 無料治療가 事實上 實施되고 있는가를 定 

期的으로 監督하는 權利를 保有함이 없이 이를 許可해서는 아니 된다.

V.募 金
13 .公報資料
赤十字社는 募金運動에 對한 一助로서 特히 小型印刷物,「포스타」, 揭 

示板, 刊行物 또는 圖面에 社名과 標章을 任意로 併用할 수 있다.
14 . 販賣 또는 無償 提供物
赤十字社가 販賣 또는 無償으로 提供하는 物品에 標章을 表示할 수 있 

으되 그 標章는 裝飾用으로 社名과 併用함이 좋으며 規格은 可能한 限 第 
一 작은 것으로서 消滅되기 쉬운 物質로 만들어져야 한다.

特히「뱃지」는 附着者가 赤十字에 所屬됨을 表示하는 것이 아니 되도록 
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標章은 後에 誤用될 可能性이 없도록 使用한다.
標章만을 表示하는 各種 旗幟의 販賣 또는 普及은 禁止한다•

邛.各種用途
15 , 他機關과의 協調
人道主義事業에 관하여 他機關과 協調하는 赤十字社는 社名이든 標章이 

든 間에 그 機關과 이를 共用할 수 없다.
16 .「메 달」
赤十字社의 標章은「메 달」또는 其他 表彰狀에 表示할 수 있다. 但, 社 

名을 併用하면 簡單히 몇 마디 로「메 달」의 目 的을 記述하거 나 또는 該當 貢 
獻을 明記해야 한다.

17 .裝飾用標章
標章을 裝飾用으로 특히 祝典이 나 公共行事期間中 또는 印刷物, 各種 發 

行物에 制限없이 使用할 수 있다. 但, 赤十字社는 如何한 境遇에도 標章 
의 尊嚴性이 低下되지 아니하도록 또는 標章에 對하여 마땅히 表해야 할 
尊敬이 如何한 方法으로도 減少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8 .救護物資
赤十字社는 武力衝爭과 天災地變으로 因한 災害救護를 爲하여 鐵道, 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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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 海路로 輸送하는 救護物資를 標識하는데 社名과 標章을 使用할 수 있 
다. 赤十字社는 標章과 이러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權利가 濫用되지 아니 
하도록 確實히 해야 할 것이다.

b. 保護標章의 使用

I .對象者
19 .赤十字社要員
軍醫務部隊가 任意로 使用할 수 있도록 訓練된 赤十字社要員으로서 事 

實上 그들의 軍當局의 權限下에 있지 않는 限 ;保證標章 特히 赤十字腕章 
을 着用할 權利를 亨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要員은 軍當局과의 合 
意下에 赤十字社의「뱃지」를 着用할 수 있다.

20 .非要員
赤十字社가 醫療任務를 위하여 訓練하고 軍醫務部隊의 裁量下에 둔 其 

外 사람은 保護標章 特히 腕章을 着用할 權利를 가지 되 赤十字社「뱃지」 
를 찰 權利는 없다.

21 .民間病院要員
紛爭時에 占領地域 또는 軍事作戰地域에서 民間病院의 要員이 正規要員 

으로 服務하든 또는 臨時要員으로 服務하든 其 期間中은 保護標章 特히 
腕章을 着用한 權利를 亨有한다.

그들기 赤十字社 會員이 거 나 또는 職員인 경우에는 當局의 同意를 얻어 
赤十字社의「뱃지」를 着用할 수도 있다.

0 . 建物 및 備品
22 .建 物

赤十字社의 所有로서 社에 依하여 管理되는 建物은 그 建物“ 軍醫務部 
隊의 裁量下에 놓셕 있는 경우 戰時에 있어서 保養原章을 特히 지붕세 表 

示할 수 있다.
建物，］ 이미 軍세 의하여 指定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目的으로 限定되었 

을 경우에는 平和寺에 이러한 標識을 使用할 수 있다. 軍當局과의 合意下 
에 社名과 標章도 建物에 表示할 수 있다. 但, 標章은 작은 規格J］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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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民間病院
軍當局에 依하여 그와 같이 認定된 恒久的인 性格을 띤 病院은 軍當局 

과의 合意下에 平和時에 保護標章을 特히 지붕에 表示할 수 있다•
病院이 赤十字社의 所有이거나 또는 赤十字社가 管理하는 경우에는 前 

條와 如한 條件下에 標章과 社名을 지붕에도 表示할 수 있다•
24 .備 品
軍醫務部隊가 任意로 使用하도록 赤十字社에 의 하여 . 마련된 醫療備品에 

도 保護標章을 即時 表示할 수 있다.
그 備品의 所有者와 寄贈者가 赤十字社인 경 우에 는 그 備品에 社名과 標 

章도 表示할 수 있다.

I. 病院船 및 救命艇
25 . 病院船 및 救命艇
赤十字社 所有의 病院船과 救命艇은 關係當局과의 合意下에 또 關係當 

局으로부터 同船舶이 就航中 그 管轄下에 있음을 證明하는 書類를 入手하 
는 경 우에 는 1949年의 第 2「제 네 바」協約 第43條에 의 하여 規定된 바와 如 
히 平和時에 이미 標章을 表示할 수 있다.

또한 當局과의 合意下에 該船舶 및 舟艇에 社名 및 標章을 表示할 수 
있다. 但, 標章은 작은 規格이어야 한다.

26 .固定海岸施設
赤十字社 所有의 救命艇을 위한 固定的 海岸施設에 社名과 標章을 表示 

할 수 있다. 또한 戰時에 關係當局과의 合意下에 保護標章도 表示할 수 

있다.
27 . 病院船, 救命艇 및 固定海岸 施設要員
紛爭時에 該要員은 保護標章 特히 腕章을 着用할 權利를 亨有한다. 但, 

救命艇과 固定的 海岸施設의 要員은 그들의 服務中인 境遇에만 이 權利를 
亨有한다.

또한 이 들 要員이 赤十字社의 要員이 거 나 또는 赤十字社가 그들에 게「뱃 
지」를 授與하도록 決定한 경우에는 恒時 社의「뱃지」를 着用할 수 있다.

M 中立國 赤十字社에 依하여 使用되는 要員 및 所有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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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949年의 第 1「제 네 바」協約 第27條에 依하여 中立國 赤十字社가 交 
戰國에 게 使用 可能하게 한 要員, 施設, 車輛 또는 救命艇은 中立國 및 交 
戰國의 當國과의 合意下에 出國時로부터 保護標章을 表示해야 한다.

同一한 條件下에 要員의 制服 또는 所有物에도 社名과 標章을 表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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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昭憲（쇼겡）皇后基金 規程

邓

昭憲（쇼겡）皇后基金 規程

1938年「런던」第 16次 赤十字國際會議 採擇
1957年「뉴델리」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 改正

第1條
「워싱톤」에서의 第9次 赤十字國際會議를 開催하였을 때에 日本國 皇 

后陛下께서 國際赤十字에 대하여 꾸時 救護事業을 推進할 수 있도록 下 
賜한 日本 基金 10萬圓은 其後 다시금 1934年 東京에서 開催한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時에 日本國 皇后와 皇太后로부터 下賜한 10萬圓을 합하 
여 20萬圓에 達하였다.

이 基金은 ,昭憲 （쇼겡） 皇后基金” 이라 稱한다.
第2條

이 基金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서 指名하는 3 人과 赤十字社聯盟에 서 
指名되는 3 名 合計 6 名으로 構成하는 合同委員會에 의해서 管理되며 
그 收益이 分配된다. 委員會의 定員數는 4 名으로 한다. 이 委員會議長 
은 偶數年에 있어서는 赤十字社聯盟代表者中에서 1 人이, 寄數年에는 赤 
十字國際委員會代表者中에서 1人이 擔當한다. 議長으로 選任듸는機關 
은 同年度의 合同委員會事務局을 擔當한다. 投票에 있어서 可否同數가 
되는 境遇에는, 議長이 裁決權을 갖는다.

委員會는「제네바」에서 會合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例外로 赤十字 
社聯盟本部 或은 合同委員會에서 스스로 決定하는 其他 場所에서 會合 
한다.

委員會는 基金管理를 委任할 수 있다.
第3條

基金 中 元金은 이를 處分할 수 없다. 利子收益으로만이 다음에 列 擧 
하는 諸事業을 遂行하는 費用의 一部 또는 全部를 補助하기 爲하여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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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昭憲(쇼겡)皇后基金 規程

同委員會에서 授與하는 配分金으로 配當된다. 이를 使用하지 아니하는 
殘額은 斯後에 使用되는 配分金에 增額되어 使用할 수 있다.

a) 各國赤十字社,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에서 平時 救護活 
動을 할 때에 一般的인 利益을 爲하여 使用하는 것이 有益하다고 認 
定되는 事業D

b) 結核 其他 重大한 傳染病을 豫防하고 根絕하기 위하여 各國赤十字 
社에서 採擇하고 가장 適切하다고 認定되고, 各國赤十字社가 採擇 
하고 있는 方法에 관하여 이를 普及시키는 일.

c) 災害罹災民을 위하여 各國赤十字社에서 遂行하고 있는 救護事業을 
援助하는 일.

第4條
配分의 受領을 願하는 赤十字社는 配分金을 配定하게 되는 年度의 前 

年 12月 31 日까지 各社의 本社를 通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에 要請하도 
록 한다.

이 申請書에는 上記 第 3 條에 列擧한 諸事業中 申請 對象으로 選定한 
事業에 關係되는 明細書를 添附하여 야 한다.

第5條
合同委員會는 前條에 의한 申請書類를 審査하여 正當하고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配分을 行한다.
委員會는 每年 各國赤十字社에게 委員會에서 決定한 事項을 報吿한다 

第5條b

各國赤十字社는 事情에 의해서 受領한 配分金을 不得己 第4條를 根 
據로 作成한 配分申請書에 明示한 目的以外의 다른 目的에 使用하지 아 
니하면 안될 境遇에는 配分金使用에 앞서서 合同委員會의 承認을 求하 
여 야 한다.

第5條c

配分金을 受領하여 使用한 赤十字社는 適宜한 時期에 合同委員會에 
대하여 受領 配分金 使用에 관한 報吿書를 送付하여야 한다.

第6條
配分은 每年 昭憲(쇼겡)皇后의 忌日 인 4月 員日에 行한다.

1) 戰時에 있어서도 例를 들  戰爭에 參加하지 않는 住民間에 傳染病이 發生하 을 境遇 
그 地域에 調査團을 派適하는 쏳의 事業은 除外 지 아니한다.

103



ff. 昭憲（쇼겡）皇后基金 規程

第7條
元金年利 5%를 超過하지 아니 하는 金額은 基金管理費에 充當하기 위 

하여 保留한다.
第8條

合同委員會는 赤十字國際會議 開催時마다 本 基金狀況과 前次 國際會 
議 以後 行한 配分 및 各社의 配分金使用에 관한 報吿書를 提出하여 야 
한다. 國際會議는 이 報吿書를 日本赤十字社를 通하여 日本國皇室에 傳 
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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阳.「어거스타」基金 規程

XVI
「어거스타」基金 規程

1952年「토론토」第18次 赤十字國際委員會 採擇

I . 一般條項

第1條
故 獨逸皇后「프러시아」王妃陛下께서 赤十字에 盡力한 卓越한 貢獻 

을 記念하기 爲하여「어거스타 基金」이 라고 稱하는 國際 基金을 赤十字 
一般 事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創設한다.

第2條

이 基金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助成한다.
a) 各國赤十字社의 基金據出金 金額
b) 個人的 寄附金과 各種 寄附金
c) 元金 및 利子
基金收入은 基金總額이 100,000「스위스 • 프랑」에 到達할 때 까지 資本 

化하게 된다.
第3條

基金을 形成하는 現金 및 證券類는 赤十字國際委員會에 支拂되어야 
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諸般 支拂能力에 있어서 必要한 保證을 提供 
할 수 있는 公共銀行機關에 預託한다.

第4條
基金現在額는 每年 皇后第下 忌日 인 1月 7 日에 作成하게 되며 赤十 

字國際雜誌에 揭載된다.

口 .特別條項

第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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肌「어거스타」基金 規程

「어거스타」基金은 移讓하지 못하며 그 利子는 國際委員會에서 下記 
目的을 爲하여 配分한다.

a) 中央委員會에서 赤十字 一般事業內에 組織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任務

b) 婦人團體 特히 看護學校를 創設하는데 關係되는 일
c) 實際的으로 有用하다고 認定하는 其他目的

第6條
「어거스타」基金利子는 4年마다 國際會議開催時에 配分하게 된다. 

配分되는 社는 會議時에 發表된다.
第7條

國際委員會는 收益金配分을 하는 前年 11月 1 日까지 國際委員會에 
대하여 提出하는 配分 申請書를 接受한다.

第8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申請書를 接受한 日字에 明記한 回狀을 配分함으 

로써 各國赤十字社中央委員會에 本事業을 想起시킨다.
第9'條

配分要請은 各國赤十字社中央委員會의 仲介로써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送達된다.

第10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各 國際會議時마다 基金의 管理報吿書롤 提出한 

다. 이 報吿는 國際雜誌에 揭載하게 된다.
第11條

許可를 取得하지 못한 配分申請書가 再考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收益 
을 配分하는 前年 11月 1 日前까지 更新하여야 한다.

n.最終規定

第12條
1952年「토론토」에서 開催된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한 本規 

則은 特히 1890年 1月 27B, 1909年 1月 7 日, 1912年 5月 16日, 19 
21年 3月 31B, 1928年 10月 23日의「아우그스타」基金에 관한 以前의 
모든 規則에 代替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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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플로렌스•나이 팅 게일」記章 規程

xw
「플로렌스 • 나이팅게일」記章 規程

1952年「토론토」제18次 赤十字國際會議 改正

I, 一般規程

第1條
1907年「런던」에서 開催된 第8次 赤十字國際會議의 建議 및 1912年 

「워 싱톤」에서 開催된 第9 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에 따라 傷病者의 看 
護改善을 위한「폴로렌스 • 나이팅게일」의 偉大하고 特出한 業績을 紀念 
하여 各國赤十字社로부터 寄附에 의하여 基金이 設立되었다.

이 基金의 收益은「풀로레스 • 나이 팅게 일」의 생 애와 그 業績을 찬양 
하여 주조된「풀로렌스 • 나이 팅게 일」記章이 라 불리우는 記章의 授與를 
위하여 使用된다.

第2條
「풀로렌스 • 나이팅게일」記章은 平常時 또는 戰時에 있어서의 傷病者 

에 대한 獻身의 業績이 特出한 看護員 및 赤十字看護補助奉仕員에게 授 
與된다.

本記章은 各國赤十字社의 推薦에 依據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를 
授與한다.

第3條
本記章은 銀鍍金된 것으로 만들어 지 며 그 表面에 는「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의 肖像과「1820年— 1910年」『「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紀念』이 라는 
文句가 새겨진다. 本記章의 裏面周邊에는「博愛의 功德을 顯揚하고 이 
를 永遠히 世界에 傳한다」라고 明刻된다. 그 中央에는 授章者의 姓名과 
授與日字가 새겨진다.

本記章은 紅白色「리본」에 의하여 月桂冠으로 둘러싸여진 赤十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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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플로렌스 • 나이팅게일」記章 規程

附着된다.
本記章은 洋皮紙로 된 勳記狀과 함께 授與된다.

第4條

本記章은 各國에 있어 國家元首 또는 赤十字社本社總裁에 의하여 直 
接 傳達듸거나 또는 그 代理人에 의하여 傳達된다.

本記章이 부여되는 榮譽에 符合되도록 嚴肅히 행하여져야 한다.

n.特別規程

第5條
「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章 授與는 每 2 年마다 行한다.
本記章의 授與는 1 回에 36個를 超過할 수 없다. 萬一 廣範圍한 戰爭 

狀態로 因한 例外的인 事情때문에 授與가 1 回以上 不可能하였을 때에 
는 次後의 授與에 있어서의 記章의 數는 36個를 超過할 수 있다. 但 그 
것은 萬ー 그 以前에 授與가 可能하였더라면 通常的으로 授與되었어야 
할 記章의 總數를 超過해서는 아니된다.

第6條
本記章은 다음 사람에게 授與된다.
a) 正規看護員으로서 戰時 또는 平時에 傷病者에 대한 偉大한 獻身에 

의하여 그 業績이 特出한 者

b) 看護員長 또는 看護事業組織者로서 戰時 或은 平時에 病傷者의 看 
護와 關聯되는 特出한 奉仕를 行한 者

c) 赤十字에 正式 登錄된 看護補助奉仕員으로서 戰時 또는 災害時에 
傷病者에 대한 偉大한 獻身에 의하여 그 業績이 特出한 者

d) 前記한 部類의 하나에 該當하는 看護員이 나 看護補助奉仕員으로서 
殉職한 者

第7條
本記章이 授與되는 年度의 前年 9月初부터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各國 

赤十字社本社에 대하여 回覽文 및 申請書式을 發送하고 各國赤十字社가 
授賞資格이 있다고 生覺하는 看護員 및 赤十字看護補助奉仕員의 名單을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第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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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플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章 規程

各國赤十字社本社는 必要한 모든 意見을 綜合한 後 自社가 推薦하는 
看護員 및 赤十字看護補助奉仕員의 姓名 및 資格事項을 赤十字國際委員 
會에 提出한다.

모든 申請은 各國赤十字社本社로부터 ・出되는 것이어야 한다. 各國 

赤十字社 本社는 1 件以上의 申請을 提出할 수 있다.
但 每回의 授與時에 반드시 申請을 提出할 義務는 없다.

第9條

申請書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事由를 添附하여 本記章이 授與되는 年 
度의 2 月末일까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到達하여야 한다. 위의 期日이 
지난 後에 國際委員會에 到達하는 申請은 次期 授與의 選考에 廻付듼다 

第10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完全한 選定의 自由를 保有한다. 國際委員會는 

萬一 申請된 候補者의 資格事項이 本記章의 榮譽를 누리기에 不充分하 
다고 思料될 때에는 豫定된 個數보다 적게 授與할 수도 있다.

第11條
赤十字國際委員會는「풀로렌스 • 나이 팅게 일」탄신일인 5 月 12H 各 

國赤十字社本社에 대하여 本記章이 授與된 사람들의 姓名을 通報하는 
回覽을 發送한다. 國際委員會는 前記日字以後 可能한 限 신속히 授賞者 
에게 傳達될 本記章과 勳記狀을 各國赤十字社本社에 送付한다.

n.最終規程

第12條
1952年「토론토」에서 開催된 第18次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의하여 採擇 

된 本規定은「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章에 關한 從前의 모든 規則 特 
히 1912年「워싱톤」國際會議에서의 規程, 1913年 12月 24日字 規程 및 
1921年「제 네바」에서의 第10次 國際會議「헤그」에서의 第13次 國際會議 
및 1934年 東京에서의 第15次 會議에 의하여 採擇된 後者에 대한 改正 
等을 無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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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

「앙리 • 듀낭」記章 規程

1.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하여 制定된「앙리 • 듀낭」記章은 赤十 
字會員으로서 赤十字組織內에 있어서의 地位何如를 ‘莫論하고 赤十字 
를 위하여 行한 拔群의 奉仕 또는 獻身的 行動을 賞讃함을 目的으로 
한다.

2. 「앙리 • 듀낭」記章은 綠色「리봉」에 매달린 赤十字의 바탕 위에「앙 
리 • 듀낭」의 側面 얼굴을 浮刻한 것으로 한다.

다른 赤十字「빼지」또는 勳章과 함게 佩用 時에는 本記章이 上位를 
차지한다.

3. a)「앙리 • 듀낭」記章은 2 年마다 이를 受章할 價値가 있다고 認定 
되는 5名以內의 人士에게 授與한다. 事情에 따라서는 授與個數가 
더 적거나 또는 全無할 수도 있다.

b) 記章은 追叙될 수 있다.
c) 例外的인 境遇 赤十字會員으로서 매우 特出한 英雄的 또는 獻身的 

行動을 하였을 때에는, 本條 a)項에서 定한 時期에 關係없이 그리 
고 또 必要時에는 同項에서 規定한 記章의 個數에 追加하여 本記章 
은 即時 授與될 수 있다.

4. a) 本 記章은 常置委員會 總會에서 決定하거나 또는 前條 最終項에 
서 定한 例外的인 境遇에는 常置委員會委員長이 各委員에게 書簡이 
나 電報로 行하는 協議를 根據로 하여 授與한다.

b) 一般的으로 各國赤十字社中央委員會는 必要한 立證書類를 添付하 
여 授與에 관한 推薦을 赤十字國際委員會 또는 赤十字社聯盟에 提出 
한다. 모든 推薦은 國際委員會와 聯盟의 合同會合에서 審査하며 選 
拔結果는 常置委員會에 移讓한다. 常置委員會는 如何한 推薦도 直 
接 接受할 수 없다.

c) 常置委員會의 全委員은 前項規定에 關係없이 推薦書를 直接 常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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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에 提出할 資格이 있다.
5.「앙리 • 듀낭」記章은 何時라도 可能할 때 常置委員會委員長에 의하 

여 赤十字國際會合席上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總裁와 赤十字社聯盟總 
裁의 參席裡에 授與된다. 受章者가 이 式典에 出席하지 못하는 境遇 
에는 受賞者가 所屬하는 赤十字社의 總裁로 하여금 常置委員會委員長 
을 代理하여 授與하도록 依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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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第 1 節「제네 바」國際 會議決議事項

第 1 章 赤十字의 基礎와 原則

第 1節 「제네바」國際會議의 決議事項

（1863年 10月 26日~29日）

本 國際會議는 軍의 醫務業務가 不充分하다고 認定될 때 負傷者를 救護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諸決議事項을 採擇한다.

第1條
各國은 하나의 中央委員會를 組織하고 戰時에 必要하며는 軍醫務機關 

業務에 힘이 미치는 限 모든 方法을 다하여 軍醫務機關에 協力하는 것 
을 그 任務로 한다.

同 委員會는 가장 有用하고도 適切하다고 생 각하는 方法으로 組織한다. 
第2條

同 委員會를 補助하기 위 하여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支部의 數는 制 
限이 없으며 中央의 指導下에 둔다.

第3條

同 委員會는 自國 政府와 連絡하여 事態가 發生했을 경우에 政府로부 
터 提供하는 業務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

同 委員會와 支部는 戰時에 가장 効率的인 活動을 할 수 있도록 平時 
에 準備하되 特히 여 러 가지 의 救護資材를 갖추고 醫務奉仕要員의 訓練과 

敎育에 힘써야 한다.
第5條

戰時에 있어서의 交戰國內의 委員會는 可能한 限 自國의 軍隊에 대한 
救護를 擔當하되 특히 奉仕要員을 組織하여 活動하게 하고 軍當局과 協 
議하여 負傷者를 看護하는 場所를 設置하도록 한다.

交戰國內의 委員會는 中立國의 委員會에 대하여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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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軍當局의 要請이 나 承認에 따라서 委員會는 醫務奉仕要員을 戰場으로 

派遣할 수 있다. 이 때에 醫務奉仕要員은 軍司令官의 指揮下에 있게 

된다.
第7條

軍에 從事하는 醫務奉仕要員의 生計에 必要한 生活必須品은 所屬委員 
會에서 提供한다.

第8條
醫務奉仕要員은 어 느 나라를 莫論하고 같은 識別標章 즉 흰 바탕에 赤 

十字를 새긴 腕章을 着用한다.
第9條

各國의 委員會 및 支部는 相互 經驗을 交換하고 赤十字事業의 利益올 
위하여 取하여야 할 諸般 措置에 관해 協議하기 위하여 國際會議를 S 

催할 수 있다.
第10條

各國 委員會間의 交信은 당분간「제네바」委員會의 中斷을 거쳐 하기 
로 한다.

ヰ★ ★

위와 같은 여러 決議와는 별도로 이 國際會議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勸吿한다.

(a) 政府는 組織될 救護委員會를 支援하고 그들의 任務遂行을 위 하여 可 
能한 限 便宜를 提供할 것

(b) 戰時에 있어서 交戰國들은 救急車와 軍病院의 中立을 宣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公的 醫務要員 醫務奉仕要員 또는 負傷者 救護에 
나선 住民과 負傷者 自身에 대한 中立도 絕對的으로 保障되도록 할 
것.

(c) 모든 軍隊의 醫務團 또는 적어도 이 業務를 擔當하는 軍要員들 모 
두가 같은 識別標章을 附着하도록 承認할 것. 그리고 救急車나 病院 
에는 모든 나라가 같은 깃발을 使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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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赤十字의 諸原則

諸原則

赤十字社聯盟理事會는 赤十字 및 赤新月 機構의 基本的인 諸原則이 오 
늘에 이르기 까지 公正性, 政治的 ♦ 宗敎的 • 經濟的 獨立性, 赤十字의 普遍 
性과 아울러 各國赤十字社間의 平等性에 있음을 認定한다.

理事會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諸原則을 追加하기로 한다.
(1) 赤十字社는 自發的 • 公共的 ■ 自治的 機構이다.
(2) 各國 赤十字社는 그 나라 政府의 承認을 必要로 하며 公務를 補助 

하기 위 하여 軍의 醫務機關이 나 公衆保健機關 또는 그 外의 適當한 機 
關과의 合意下에 業務를 遂行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3)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의 使用은「제네바」協約에 의하여 規制된다. 
한 나라의 赤十字社는 어떠한 目的으로라도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을 

他機關과 共用할 수 없다.
(4) 赤十字社 活動의 根本은 國民들에게 人道的 諸理念을 普及하고 人 

類의 苦痛을 豫防하며 輕減시키는 實踐的 運動을 普及시키는데 있다.
(5) 戰爭이 야 말로 人類에 대한 最大의 災禍임을 念頭에 두고 赤十字社 

는 平和를 維持하는 데 必要한 諸條件을 만들어 낼 수 있는 活動을 하 
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6) 모든 努力에도 불구하고 戰爭이 일어났을 때에는 赤十字社는 戰爭 
으로 말미 암아 發生하는 慘禍를 덜게 하고 患者나 負傷者 또는 捕虜 
의 狀態를 改善하며 民間人 특히 婦女子와 어 린이들을 戰爭의 恐怖로 
부터 保護하여 그들을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援助할 수 있도록 있 
는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任務는 單獨으로 또는 軍의 機關이나 
政府의 民防衛機構와의 協力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7) 水害 地震 또는 그 外의 自然的 原因에 起因하는 苦痛을 念頭에 두 
고 赤十字社는 그 國內에서 또는 罹災國 赤十字社와 協力하여 이러한 
災害로 因한 苦痛을 輕減하기 위하여 온갖 힘올 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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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赤十字社는 流行性 疾病이나 또는 社會的인 災禍로 말미암은 苦痛 
을 豫防하거나 덜어 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한다.

그 나라 國民에게 醫療的인 援助를 提供하고 모든 國民들에게 個人 
的 또는 公衆的인 保健衛生에 관한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赤十字社 
는 單獨으로 또는 그 나라 政府機關이 나 保健衛生 分野 或은 社會事 
業分野에서 活動하고 있는 他機關과 協力하여 病院이나 診療所 등의 
各種 施設을 設置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9) 이러한 目的을 다하기 위하여 赤十字社는 참된 民主的인 基礎위에 
서 組織되고 모든 國民이 赤十字 會員이 되도록 可能한 方法을 다하 

여 야 한다.
(10) 各國赤十字社가 財政的인 支援을 받는 主要한 財源은 個人, 團體 

또는 機關으로부터의 會費나 篤志家의 寄附에 依存하지 아니 하면 안 

된다.
만일 政府가 赤十字社의 基本的인 目的을 達成하는데 使用될 資金 

을 支援할 때에는 赤十字社는 그 資金의 用途에 대해서 뿐 아니라 赤 
十字의 獨立이 全般的으로 影響받지 않는다는 條件下에서만 이것을 받 
아들일 수가 있다.

(11) 어 린이는 來日의 어른임을 想起하고 赤十字社는 그들이 赤十字의 
「심볼」의 意義와 世界的 精神을 認定하여 赤十字理念에 대한 知識을 
갖춘 靑年으로 자라도록 特別한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12) 各國赤十字社가 다른 民間團體와 協力하기를 希望할 때에는 어떤 
狀況에서도 行動의 自 由와 赤十字社의 同一性이 明確히 維持되지 아 
니 하면 아니 된다. 各國赤十字社는 그 나라 政府나 그 外의 諸團體와 
自由로히 協力할 수 있으나 그러한 諸般活動이 赤十字의 諸原則에 符 

合될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13) 各國赤十字社는 構成員의 必須條件인 人道的인 諸原則을 充足시킨 

然後 赤十字社聯盟의 構成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理事會는 赤十字社가 위의 諸原則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廣義의 自 

由裁量權을 行使할 수 있으며 嚴格하게 解釋함으로써 苦痛을 받고 있 
는 사람들을 援助하는데 妨害되지 않도록 할 것을 提議한다. 그러나 
모든 赤十字活動이 以上의 基本的인 諸原則에 의해서 規制되고 明確 
히 定해진 目的을 向해 推進되는 것은 緊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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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는 獨立性을 維持하고 그 自體의 規程을 制定하여 各 
國에 固有한 狀況에 따라 가장 適切하다고 判斷되는 人道的 活動을 赤 
十字精神에 立脚하여 遂行하도록 할 것이다.

諸原則의 適用

(1) 赤十字社는 赤十字標章의 濫用과 赤十字制服 標章 또는 名稱의 無 
斷使用에 대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2) 赤十字社는 특히 戰爭犧牲者에 대하여 人種, 國籍, 階級, 宗敎 또는 
政治的見解에 관하여 아무런 差別없이 疾病 苦痛 또는 困窮을 救濟할 
組織이 나 機關에서 活動하는 要員을 養成하여야 한다. 赤十字社는 이 
러한 目的을 위하여 그 活動이 全領土에 미치는 恒久的이고 活動的인 
機構를 保有하여야 한다.

(3) 赤十字社는 戰時에 있어서 赤十字의 義務이자 特權인 여 러 가지의 業 
務를 遂行할 能力과 準備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業務에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a)「제네바」協約에 의하여 軍醫務機關이 公認한 補助機關으로 되는 

것.
b) 捕虜協約에 의거한 捕虜의 救護와 民間人戰爭犧牲者의 救護.
c) 交戰國에 있어서의 赤十字安否調査와 通信體制.
d) 行方不明者捜索과 負傷者에 관한 報吿.

(4) 赤十字社는 政府나 地方當局 또는 같은 種類의 任務를 띠고 있는 奉 
仕團體에 의하여 認定받은 奉仕機關으로서의 地位를 維持하지 아니하 
면 안된다. 赤十字社가 獨立을 維持하고 赤十字의 諸原則에 의한 여 
러 가지 目的을 保全하지 않는다면 赤十字가 戰時에 있어서의 平時와 
같이 亨有하는 特權的 地位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5) 赤十字社는 少年少女들에게 靑少年赤十字運動을 獎勵하고 促進시켜 
야 한다. 이 運動의 目的은 相互扶助의 重要性을 가르치고 保健衛生 
의 習性을 지니게 하며 社會的 責任觀念을 啓發시켜서 全世界赤十字 
社의 靑少年赤十字部門을 連絡시키는 國際的親善의 偉大한 紐帶를 굳 
게 다지는데 있다.

(6) 看護나 應急處置法 分野에 活動이 미치게 하기 위하여 各國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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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는 戰時나 平時에 國民들에게 醫療 또는 其他 補完的인 援助를 베 
풀 수 있는 看護員이나 그外의 要員을 養成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第 
19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12 및 第20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7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理事會가 1946年 7月「옥스포드」에서 열린 第19次 會議에 
서 可決하고 그 後 1948年「스톡홀름」에서 얼린 第20次 會議에서 修正한 
赤十字의 基本的 諸原則을 再確認하고,

모든 赤十字社가 赤十字運動의 礎石인 公正性, 政治的 • 人種的 • 宗敎的 • 
經濟的 獨立性, 그리 고 赤十字의 普遍性과 아울러 各社의 平等性의 原理를 
保全하기 위 하여 前述한 基本的인 諸原則을 嚴守하도록 要請한다 (「토론 
토」1952年 決議事項 第10號 a).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活動의 基礎인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을 宣言한다.

人道(Humanity)

戰地에서 負傷者를 差別없이 도우려는 意慾에서 誕生된 赤十字는 그 國 
際的 國內的 能力이 미치는 限度內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人類의 苦難을 
豫防하고 輕減시 키 기 위 하여 努力한다. 赤十字의 目 的은 生命과 健康을 保 
護하며 人間의 尊重을 保障하는 것이다.

赤十字는 모든 國民 相互間의 理解와 恒久的 平和를 增進시킨다.

公平(Impartiality)

赤十字는 國籍, 人種, 宗敎, 階級 또는 政治的 見解에 관하여 아무런 
差別을 하지 아니한다. 赤十字는 오직 苦難을 救하기 위해 努力하며 가장 
緊急한 災害를 優先的으로 다룬다.

中立(Neutrality)

赤十字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信賴를 얻기 위하여 敵對行爲에 있어 어 
느 편에 加擔하거나 또는 어떠한 때에라도 政治的, 人種的, 宗敎的 또는 
思想的 性格을 지닌 論爭에 介入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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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Independence)

赤十字는 自主的이고 獨立的이다. 各國赤十字社는 國內法規를 遵守하여 
自己 나라 政府의 人道主義 事業에 協助的 役割을 할 때에 있어 恒常 赤 
十字原則에 쫓아 行動할 수 있도록 自律性을 堅持하여야 한다.

奉仕(Voluntary Service)

赤十字는 自發的인 救護機關이며 어떠한 形態로라도 利得의 欲望을 가 
지고 움직여서는 아니된다.

單 一 (Unity)

어떠한 國家에라도 오직 하나의 赤十字社만이 存在할 수 있다. 赤十字 
社는 모든 사람에게 開放되어야 한다.

赤十字社는 自 己 나라 領土의 全域에 걸쳐서 그 맡은 바 人道主義的事 
業을 遂行하여야 한다.

普遍(U niversality)

赤十字는 汎 世界的인 機構이며 그 안에서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는 平 
等한 地位를 가지 고 相互 協調에 있어 同等한 責任과 義務를 진다. (「비 
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8號) ロ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會議를 開催할 때마다 赤十字基本原則을 嚴肅하게 朗讀하기 

로 決議한다.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제네바」協約과 이 協約의 追加議定書가 赤十字에 있어서 重要 

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認識하고,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1965年「비엔나」)에서 採擇된 赤十字基本原則을 
強調하면서,

(a) 赤十字運動의 寄與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人間苦痛의 豫防

1) 赤十字 基本原則은 1961 年의「프라그」代表者會議 決議事項 第 1 號에 의 하여 採擇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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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輕減을 위한 基本任務인바,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人間尊重을 保 
障하며 人種, 國籍, 宗敎 또는 政治的 意見의 差別없이 公正하게 대 
하며 戰時나 其他 災害時 不遇한 사람에게 保護와 援助를 해 주는 것 
임을 確認하며,

3) 赤十字社에서 醫療 및 社會事業「프로그램」으로 實施하고 있는 疾 

病의 豫防과 健康增進 그리고 赤十字 會員間에 助成시키고 있는 社會 
責任 및 奉仕事業의 激勵가 가장 重要한 일임을 强調하며,

(c) 赤十字는 그의 原則을 尊重하고 多樣한 活動을 發展시켜 나감에 있 
어서 그 나라 國民에게 特히 靑少年들에게 모든 人間사이 相互理解와 

友誼의 精神을 普及시 켜 주는 일이 絕對 必要한 部分으로 맡아져 야 하 
며 그렇게 함으로써 平和增進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한다. (1977. 10. 

「부카레스트」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決議事項 1 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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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

1863年「제네바」國際會議의 決議事項（113面） ； 1949年의「제네바」第 1 
協約 第38條ー44條, 第53條 및 第54條 ; 194&年「제 네 바」第 2 協約 第41條 
一45條 ; 1949年「제 네 바」外交會議의 決議事項 第 5 號 參照. 또한 第 2 章 
第 5節 第 2項 第17次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41號 第 3項（166面） 參照. 
標章使用에 관한 規程에 관해서는 第 2 部 規約 및 規程 第14號（93面） 參照.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報吿書에 包含된 各國赤十字社의 赤十字 
（赤新月 赤獅子太陽） 標章의 使用에 관한 規程을 承認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討議中에 提案된 몇개의 改正案을 考慮한 後 規程 

文을 刊行하여 各國赤十字社에 配付할 것을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 
議事項第32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衝突이나 國內騷擾時에 民間醫務要員과 看護要員에 대한 保護를 잘 
하기 위한 努力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問題에 관한 報吿書를 提出한데 대하여 感謝하며 
그 基本的인 內容을 承認하고 모든 問題와 이 目的을 위한 赤十字 赤新月 
赤獅子太陽標章 使用範圍의 擴大可能性에 관하여는 政府와 赤十字 專門 
家들의 協力下에 또한 世界保健機構（WHO） 나 關係專門機關의 助力을 받 
아 보다 詳細한 硏究가 이루어지기를 希望하며 이 問題가 初期에 解決을 
보지 못할 때에는 다음 國際會議에 硏究結果 얻어진 結論을 提出하도록 要 
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0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性格 如何에 不問하고 武力衝突時에 民間醫務要員과 그 病院施設 救急 
車 및 其他 醫療資材의 保護를 增大하여야 하는 重大性을 認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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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30號를 參照하여,
그 後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行한 識別標識에 관한 硏究와 調査를 認知하고 
民間이나 軍의 醫務班은 어떤 性格임을 不問하고 武力衝突時에 緊密히 

協力할 것을 強調하며,
國家에 의하여 組織되고 正式 承認을 받은 民間要員 그病院施設 救急 

車 및 그 外의 醫療機材에 대한 保護增大를 다지기 위하여서는 赤十字 （赤 
新月 赤獅子太陽） 의 標章이 가장 適當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 하여「제 네 바」第 1 및 第4 協約의 追加議定書 締 
結에 早速히 到達하기 위하여 各國政府에 上記 趣旨의 特別 提案을 하도 
록 要請한다. （「이 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16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몇몇 나라에서 赤十字標章이 非認可된 相當數의 人員 個人企業 그리고 
機關에서 濫用되고 있어 어려움에 逢着하고 있음을 考慮하면서,

1949年 8月 12日字「제네바」제 1 協約의 諸條文이 標章의 使用을 制限 
하고 그것에 의하여 同協約締約國은 恒時 標章濫用의 防止와 抑制를 위하 
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기로 約定하였음을 想起하면서,

「제네바」協約締約國政府에게 赤十字標章의 濫用을 억제하는 國內法을 効 
果的으로 施行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法制가 存在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러 
한 立法을 하고 違反者에 대한 適切한 處罰을 規定하도록 要望하며,

이 分野에 있어서 ICRC가 赤十字社와 함께 取한 措置에 대하여 만족 
하게 여기며 이들 政府에 대하여도 同時에 努力을 繼續하여 주기를 勸誘 
하며

赤十字社는 政府에 대하여 이런 점에서 맡겨진 義務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와 같은 目的으로 ICRC의 努力을 支援토록 勸誘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11號. 1977.10.「부카레 스트」）

理事會는,

몇몇 나라에서 赤十字 標章이 非認可된 相當數의 人員 個人企業 및 團 
體에서 濫用되고 있어 어려움에 逢着하고 있읍을 考慮하면서,

1949年 8 月 12日 締結된 제 1「제네바」協約 條文에 標章使用의 制限에 
대하여 明示하였고 同 協約에 締約國은 恒時 標章濫用의 防止와 抑制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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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게 한 것을 想起하면서
「제네바」協約을 署名한 政府에게 赤十字標章의 濫用을 抑制하기 위하여 

마련된 國家的 法律이 有効되 며 아직 까지 그러 한 法律이 存在하지 않을 境 
遇에는 立法化할 것이며 違法者에게는 實質的 言渡에 의한 示範的 處罰을 
하도록 勸誘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要請하되 이를 위해 必要하다면 政府와 함께 介入 
되어주기를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는 政府에 대하여 이런 點에서 맡겨진 義務를 다할 수 있 
도록 助力할 것이며 그와같은 目的으로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努力을 支援 
하도록 勸誘하며,

同 決議事項이 23次 赤十字 國際會議에 提出되기를 要請한다.
（제 34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25號 1977.10.「부카레 스트」）

代表者會議는,

武力衝突時에 適用될 國際人道法의 再確認 및 發展에 關한 外交會議는 
赤十字標章과 관련하여 1929年에 制定하여 1949年에 確認한 바 있는 法的 
狀況에 何等 變化도 없었음을 보면서,

標章 統一 問題는 아직도 赤十字運動에 매우 重要하며 各國赤十字社 및 
聯盟에 의한 徹底한 檢討가 要求된다고 생각하면서,

더우기 이와같은 檢討에는 多方面의 相議와 오렌 硏究가 必要하다고 생 
각하면서 標章에 關한 모든 問題를 硏究할 實務班을 構成하며, 제24次 赤 
十字國際會議에 報吿토록 하고,

이 實務班은 全員一致로써 建議事項을 採擇하며 ICRC, 聯盟「앙리 • 듀 
낭」硏究院,「이란」,「말레지아」, 「니제르」, 「스페인」, 「스위스」, 「시리 
아」,「토이기」,「미국」,「소련」赤十字社로써 構成한다.

（代表者會議決議事項 3 號, 1977.10.「부카레 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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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赤十字와 平和

1949年「제네바」外交會議 決議事項 第8號 參照.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은 아직도 世界에 蔓延되고 있는 好戰心을 
克服하도록 世界의 모든 사람들에게 呼訴하기로 한다 （第10次 赤十字國際 
會議 1921年「제 네 바」決議事項 第 5 號）.

赤十字社聯盟總會는 赤十字가 國際的 信賴와 理解를 위하여 活動한다는 
信念을 確認하고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協力하여 1921 
年 7月 合同評議會가 發表한 宣言文에 表明된 理念의 實現을 追求하도록 
指示한다 （第 2 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 네 바」1922年 決議事項 第 5號）.

理事會는,

赤十字精神이 世界의 安寧을 위한 必然的인 要因이며 善良한 모든 사람 
들의 普遍的인 結集黙임을 考慮하고,

한편으로 赤十字活動이 獨立된 國家的 事業으로써 堅固한 基礎위에 立 
脚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도 念頭에 두고,

赤十字의 平時事業이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原則을 適用하는 實際 
的 方法을 提供한다는 것을 堪案하면서,

各國赤十字社가 國內活動을 發展시키는데 여려 種類의 變動으로 말미아 
마 겪는 세찬 試練의 時代에 있어서 그 重要性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相互 
扶助의 關係를 強化하기 위하여 聯盟이 할 수 있는 授助를 더욱 더 有効 
하게 使用할 것을 거듭 勸吿한다.

굳건히 結束된 赤十字만이 그 活動에 있어 보다 偉大한 成果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들이 和解와 調和의 精神을 갖도록 影響을 미칠 수 
가 있다 （第1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2年 決議事項 第25號）

理事會는,

「체코슬로바키아」赤十字休息日에 대하여 많은 :關心을 가지고 :注目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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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盟事務局에 다음과 같은 것을 指示한다.
（1） 各國赤十字社는 國民 全體에게 赤十字의 目的을 알릴 수 있는 機會 

를 가지며 赤十字가 實施하는 人道主義精神에 스스로를 바칠 수 있는 
機會를 갖도록「赤十字의 날」이나「赤十字週間」또는 그 外의 期間을 
各國에서 定하도록 勸吿하고,

（2）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에 서 實行하는 一定한 날에「國際赤十字의 날」 
을 정할 것을 檢討하도록 할 것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 
오드」1946年 決議事項 第14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과 各國赤十字社는 平時에 國民들에게 人道主義와 博愛의 
原理에 관하여 敎育하기를 決定하고,

苦痛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援助의 손길을 펼치기 위하여 그리 
고 過去 大戰의 慘禍를 考慮하면서 聯盟과 各國赤十字社의 가장 重要한 任 
務는 平和를 維持하도록 나날이 努力하는 데 있고 또 未來의 世界戰爭을 
阻止하기 위 하여 모든 힘 과 手段을 結集하는 데 있다고 思料한다 （第19次赤 
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오드」1946年 決議事項 第11號 第 1 項, 第 2 項）.

理事會는,

可能하다면 平和를 위한 建設的인 作業이 聯盟事務局이나 各國赤十字社 
에서 持續되고 强化되어야 한다고 決議하고,「옥스포오드」會議에서 採擇 
한 다음의 諸原則들을 거듭 强調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各國赤十字社에의 加入이 効果的으로 誘導되도록 하게 
모든 赤十字社를 民主的인 原則下에 組織할 것.

平和의 精神과 各國間의 相互理解의 精神에 立脚하여 靑少年赤十字를 
發展시킬 것.

赤十字標章아래 온 世界에서 같은 날에 慶祝하도록「平和의 날」을 設定 

할 것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 2 號 第 
1項 및 第5—7項）.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는 戰爭을 嫌惡하며 또 世界各國民間에 永久平和를 가져 올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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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理解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할 決意를 여기에 再確認한 
다. 이 成果는 특히 어디에나 存在하는 모든 苦痛을 輕減시킬 것과 赤十 
字의 犧牲的 奉仕의 原則을 世界의 구석구석까지 번지게 하려는 赤十字理 
念의 普及에 의하여 達成될 것으로 여긴다. 國際赤十字는 靑少年層이 멀 
지 아니 하여 世界問題에 關與하여 그들의 役割을 다하게 될 것을 믿고 世 

界各國의 幾百萬에 이르는 靑少年間에 보다 깊은 理解와 相互間의 尊重心 
을 갖도록 모든 나라에 靑少年赤十字運動을 일으키고 이것을 넓혀서 더욱 
强化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가 提出한 다음의 平和宣言을 採擇한다.

『可恐할 戰爭의 災禍를 防止하는 運動을 政治分野에만 限定한다면 결코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은 人類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總カ戰으로서 化學 
的,生物學的, 細菌學的 또는 原子力武器의致命的 影響力이 더욱 더 增大 
하는 事實에 直面하게 됨에 따라 이 무서운 破局을 回避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可能한 手段을 다하여 이에 對抗하는 힘을 講求하지 아니하면 안된 
다. 平和는 人間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每 日每 日 꾸준한 努力을 기울여 苦 
鬪함으로써 爭取하지 아니 하면 안되 는 것 이 다.

赤十字는 國家的으로나 國際的으로 平和維持를 위한 不可欠한 活力素인 
것이다. 한 國家의 平和는 同胞에 대한 同情과 理解와 尊敬의 마음을 行 
動化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는다. 이러한行動이 國際的인 次 
元으로 擴大되면 비단 苦痛의 救助뿐만 아니라 全世界人類에게 友情과 配 
慮깊고 튼튼한 紐帶를 이룩하는 데 寄與한다.

赤十字의 本質的任務는 國籍, 人種, 宗敎, 政治的信條의 區別없이 公平 
無私하게 人類의 苦痛을 輕感시키는 데 있다. 國內外적으로 이 責任을 다 
함으로써 赤十字는 人類의 欲求에 副應하여 積極的인 行動을 取할 수 있 

는 機會를 萬人에게 주는 同時에 平和維持에 不可欠한 各國民間의 보다깊 
은 理解 增進에 이바지한다.

世界 65個國 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는 聯合하여 赤十字社聯 
盟을 構成하고 1 億을 넘는 成年會員과 靑少年會員을 갖고 있는 赤十字의 
固有한 性格은 平和維持를 위 한 人道的活動을 可能하게 하는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다. 왜 냐 하면 그들의 活動은 人道的이라는 같은 基本的인 理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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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박고 있고 全世界가 共通으로 認定하는 象微下에서 行하여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赤十字의 會員이나 “그룹"이 病든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避難民, 
집 없는 사람, 戰爭이 나 災害로 因한 犧牲者들에게 救助의 손길을 펴서 苦 
痛의 輕減을 꾀 하는 行爲야말로 平和에 의 實際的이 고 建設的인 手段이다. 
保健活動을 통한 疾病의 豫防 他人에 의 獻身과 奉仕의 精神을 함양하는 靑 
少年을 위한 靑少年들에 의한 靑少年赤十字事業이나 各國赤十字社間에 協 
力하여 活動하는 國際的인 事業 등은 모두 그들 同胞의 福祉에 관한 人類 
의 관심을 赤十字를 통하여 具體的으로 表現한다. 이렇게 하여 함양되고 
强化된 마음의 姿勢야말로 戰爭原因의 一部를 除去하는 데 貢獻한다.

世界의 모든 赤十字는 國民들의 參與속에서 이러한 實質的이고도 具體 
的인 行動에 온갖 資源을 集中하여야 할 것이며 그 努力의 副產物로서 各 
國民間에 저절로 넘처흐르는 보다 깊은 理解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平和維持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第一義的役割은 全 世界의 男女 
및 어린이들을 가릴 것 없이 國內外에서 人類의 苦痛을 輕減防止할 수 있 
는 事業을 實施하는 데 있다. 赤十字事業은 그 權限內에서 適切한 積極的 
인 行動을 取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行動이야말로 平和에 대한 人類 
의 동경을 端的으로 表明하는 것이다. 이러한 根本的인 目的을 追求함에 
있어서 赤十字는 平和維持를 哀心으로 念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國內 

，的, 國際的 團體의 協力을 歡迎한다.
따라서 모든 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를 網羅하여 또는 男女 

어 린이 둥의 會員 個個人은 世界的 聯合體인 赤十字社聯盟에 個別的으로 
나 集團的으로 屬해 있으며 個人間 國家間의 相互援助와 友愛깊은 協力이 
라는 基本的 赤十字事業을 支援하고 支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赤十字의 目的인 平和建設의 基礎樹立에 貢 
獻하게 된다. 赤十字의 創始者「앙리 • 듀낭」의「「솔페리노」의 回願」에서 
引用한다면「國家間에 善을 實行함으로써 一致團結의 理念을 함양한다는 
것이야말로 戰爭을 防止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온 世界에서 赤十字에 마음과 몸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神聖한 任 
務를 明白히 自覺하면 할수록 人間은 참된 平和의 理想鄕에 다가서는 것 
이며 이 境地에서 만 人間은 비로서 그의 創造機能의 全部를 發揮할 수 있 
을 것이다』（「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6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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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家들을 對立시키고 여 러 國家間에 不和를 蔓延시키는 戰爭이야 말로 
人類最大의 災難이며 人類를 또 다시 野蠻時代로 되돌아 가게 할 憂慮가 
있음을 考慮하고,

過去에 平和維持를 위해 國際協力의 必要性을 強調한 赤十字國際會議의 
諸決議事項에 비추어,

이러한 諸 決議事項을 再確認하고,
各國赤十字社가,
a) 國家間의 誤解를 避하고 또 拂拭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하며,
b) 各國家間에 眞正한 理解를 樹立하고 戰爭의 災禍를 防止하기 위하여 

相互援助와 協力을 强化할 것을 勸獎하고,
이 戰爭의 參禍는 人類에 奉仕하여 物質的 實效를 거둘 수 있는 物力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世界를 兄弟愛의 共同精神에 結合시켜 
道德的 精神的인 힘이 되고 있는 赤十字의 指導下에 이 戰爭의 慘禍는 回 
避할 수 있는 것임을 聲明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1號).

理事會는,

赤十字가 언제나 人間의 苦痛을 輕減하기 위하여 努力하며 그럼으로써 
平和確保에 努力하는 순수한 人道的인 組織임을 考慮하고,

過去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같은 性質의 諸 決議事項은 이번에도 
再確認되는 것임을 考慮하며, 또

最近의 實驗은 戰爭에서의 核武器使用으로 人類가 處하게 된 커다란 危 
險을 證明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赤十字가 恒久的인 平和를 確保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實踐的인 
寄與는 그 基本的인 目的—— 信條, 國籍 또는 人種 如何에 不拘하 
고 人間의 苦痛을 덜게 하고 豫防하는一을 完遂하는 ；일이 란 것을 認識 
하고

모든 赤十字社는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活動하고 이로 因 
해서 全世界人類사이에 보다 깊은 理解를 심어 주는데 貢獻하도록 다시한 
번 促求하고 모든 國家에 대하여,

a) 衝突을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努力을 强化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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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一般軍備縮少에 대한 活動을 不斷히 持續하고,
c） 모든 核武器의 使用을 禁止함과 아울러 窒息性까스 毒까스의 使用이

나細菌兵器의 使用을絕對的이고도 效果的으로 禁止하는데 同意하고
d） 原子「에너 지」를 平和的 目的에만을 위해 使用할 것을 保證하는 效果 

的인 國際管理體制를 確立하고,
原子「에너지」의 實驗에서 惹起되는 損傷과 害惡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保護하는 迅速하고도 效果的인 手段을 取하도록 懇請한다 （第23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오슬로」1954年 決議事項 第 1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人口의 3分의 2 의 生活條件을 나머지 3分의 1 과 比較할 때 그 
懸隔한 差異를 認定하고 이에 關聯하여 赤十字의 責任을 느끼게 되며 이 
潜在的인 危險한 不平等의 많은 原因은 醫療社會事業의 分野에 있음을 確 
信하고 規模가 크고도 强カ한 國際的인 여러 機構들이 이러한 問題의 解 
決策을 硏究努力해 온 事實을 認定하며,

赤十字가 代表를 보낸 國際的인 諸 會議에서 非政府的機構——赤十字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會員을 갖고 있는 非政府的機構中의 하나지만一 
의 協同을 數次 要請했던 事實을 想起하고,

모든 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이 飢餓 榮養不足「알콜」中毒 住宅不足과 
非衛生住宅 그리고 그 밖의 社會惡에 對抗하는 運動에 效果的으로 參與하 
는 方法을 면밀히 硏究하도륵 要請하며,

모든 赤十字社에 대하여 오로지 身體的 健康 增進에 관한 活動만을 繼 
續할 것이 아니라 偏見 差別 및 民族主義에 對抗하는 個人이나 社會의 精 
神的 健康分野에서도 思慮깊은 運動을 計劃하고 또 이러한 諸惡의 犧牲者 
들에게 赤十字의 人道的 傳統에 符合되는 援助의 손을 뻗치도록 特別한 努 
力을 傾注하도록 強カ히 呼訴한다 （「뉴우덜리」1957年 決議事項 第34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平和를 위한 從來의 國際會議 諸 決議事項을 確認하고,
1億 1 千萬에 이르는 男女와 兒童들이 會員으로서 80個國에서 赤十字, 

赤新月 및 赤獅子太陽社 밑에 모였으며 이들은 다시 赤十字社聯盟에 統合 
되어 있다는 會員組織의 獨特한 性格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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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에 의하여 國際的規模下에 아무런 差別없이 또는 모든 政治的考 
慮를 排除하고 이 루어 진 無數한 精神的, 物質的友愛의 表示는 國家間의 平 
和에 대한 赤十字의 가강 效果的인 貢獻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平和의 維持로써 人類의 새롭고도 豫測하기 어려운 苦難에서 벗어나려 
는 衷心으로부터의 念願을 表明하고,

各國政府에 대하여 그들의 紛爭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하기 위한 努 
力을 소홀히 하지 말며 어 떤 경우에도 人類愛의 理想과 모든 國家에 의해 
서 認定된 人道的 諸原則에 따라서 行動하여 줄 것을 간절히 勸吿하고,

國際聯合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서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 相互間의 不一致 또는 國家間의 不一致를 그들의 仲介로서 除去하 

기 위하여 不可欠한 理解와 合意를 發展시키기 위 하여 赤十字相互間의 關 
係를 깊이 하고,

各國赤十字社가 國境을 超越해서 그들의 紐帶를 强化하는 데 寄與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國民間에 人類가 目標로 하여야 하며 目標로 하지 아니 
하면 안 될 平和의 理想을 살릴 수 있도록 相互援助하는 行動의 頻度가 增 
加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7號）.

理事會는,

모든 나라의 政府에 대 하여 그들의「紛爭을 平和的手段으로 解決하기 위 
한 努力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人類愛의 理想과 모든 國 

家에 의해서 認定된 人道的인 諸原則에 따라서 行動할 것」을 要請한 第19 
次 赤十字國際會議의 呼訴에 대한 注意를 喚起하고,

友好的 交涉으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諸國 指導者들의 努力에 대하여 
敬意를 表하며 特히 그들 政治人들이 近來의 會合에서 動搖하는 世界에 希 
望을 가져다 준 데 대하여 祝意를 보내고 一般的 軍縮 核兵器의 實驗停止 
를 위한 努力에 敬意를 表하며 全世界 人類의 肉體的, 精神的 苦痛을 덜 
어 주기 위해 매우 重要한 이들 問題들에 관하여 各國 政府間에 意見一致 
를 보게 되기를 切實하게 希望하며,

第19次 國際會議가 世界의 모든 國家에 대하여 戰爭은 問題解決이 될 
수 가 없으므로 戰爭을 抛棄할 것을 盟誓한다는 原則을 採擇하도록 要求한 

것을 想起하며,
赤十字로서는 戰爭 以上으로 두러운 것은 없으며 平和만이 各國 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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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相互間의 協力과 特히 여 러 種類의 災害에 대한 救護活動을 恒常 擴大 
시켜 가는 可能性을 주기 때문에 平和보다 더 貴重한 것은 없다고 생 각하 
고 또 모든 赤十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에 모든 手段을 다하여 平 
和를 增進하는 데 努力하고 그들의 結合된 努力올 强化하여,

a) 病者 因窮한者, 無住宅者, 避難民, 戰爭犧牲者 그리고 罹災民에게 
救護와 援助의 손길을 뻗치고,

b) 靑少年들에게 國際的友愛와 紐帶精神을 涵養하도록 赤十字機構를 通 
해서 敎育함으로써,

赤十字가 平和增進을 위한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음을 明白히 보여 줄 
수 있도록 努力하기를 要求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 
9年決議事項第18號).

事會는,

人類에게 推測하기 어 려운 苦痛을 發生케 하는 戰爭에 대한 繼續的인 威 
脅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表明하며「戰爭은 어떠한 問題解決策도 될 수 
가 없다는 原則을 受諾하여 戰爭을 抛棄하기를 盟誓한다」는 것을 世界의 
모든 國家들에게 要求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呼訴를 想起하여 모든 
關係者들에게 國際問題 解決을 위하여 힘 또는 힘의 威脅을 加하지 아니 
하고 모든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强カ하게 呼訴하며,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그리고 赤獅子太陽社들은 人道的 事業을 通하 
여 世界人民間의 相互理解와 親善 및 協力을 鞏固히 함으로써 平和를 維 
持하고자 하는 모든 努力을 다하도록 要請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 
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 1 號).

赤十字運動 創立 百週年을 맞이하여「제네바」에서 열린
國際赤十字代表者會議는

a) 지 난 1 世紀동안 戰爭이 점점 殘忍하고도 危險스럽게 變해 감을 考 

慮하고,
b) 法과 正義에 立脚한 永續的인 平和樹立에 관한 全世界 人類의 한결 

같은 希望을 堪案하여 各國 政府가 軍備의 制限 核武器 實驗의 禁止 
및 平和的인 交涉方法을 援用으로써 武力衝突의 威脅올 물리 치 고자 하 
는 努力에 대하여 敬意를 表하며,

c) 各國 政府에 대하여 各國民 相互間의 信賴를 回復함으로서 모든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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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間의 友情과 平和에 의한 協力基盤을 다지는 方途를 끊임없이 講求 
하여 주도록 熱望함을 表明하고,

d） 各國 赤十字社에 대하여 相互間을 連結하는 友愛에 의하여 平和를 
助成하고 그 人道的인 奉仕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恐怖와 暴力대신에 
希望과 平和로 이룩되는 新時代가 왔다는 自覺을 갖도록 끊임없이 努 
力을 繼續하여 줄 것을 強カ히 要請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第23號）.

代表者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當事者 雙方의 同意下에 國際聯合으로부터「쿠바」 
事件에 介入해 주도록 要求를 받았던 當時의 情況들을 諒知하고,

國際委員會는 衝突當事國들이 同時에 仲介者의 任務를 行使하거 나 또는 
그들이 締結한 約束이 忠實히 實行되도록 協力해 줄 것을 要請할 境遇 이 
에 應함으로써 平和維持에 貢獻할 수 있음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쿠바」事件에 관한 國際委員會의 行動을 承認하고 이를 完遂한 데 대 
하여 致賀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4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63年「제 네바」에서의 代表者會議에서 採擇된「世界平和의 要因으로서 
의 赤十字」라는 項目의 決議事項을 滿足한 뜻으로써 이를 諒知하며, 

從來 特히 1957年「뉴우델리」에서의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이 分野에 관한 諸決議事項을 想起하고,

各國 政府가 軍縮 특히 1963年의 大氣圈內外에서와 水中에서의 核實驗 
禁止條約과 1963年의 大量破壞武器의 大氣圈外 配置의 W禁止에 관한 國際 
聯合 總會 決議事項을 通하여 武力衡突의 危險을 除去하기 위 한 努力에 대 
하여 歡迎하며,

現在 武力衝突이 進行되고 있는 數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苦 
痛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表明하며,

더 나아가 民族의 獨立과 自決權을 爭取하기 위한 努力에 武力이 行使 

되고 있는 事態에 대하여 깊은 關心과 슬픔을 表明하며,
모든 政府에 대하여 그들의 國際的 紛爭을 國際法精神에 立脚하여 平和 

的 手段으로 解決하기를 要望하며 모든 政府에 대하여 核實驗禁止 및 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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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的인 國際管理下에서 一般的이고도 完全한 軍備縮少에 관한 協定에 到 
達하도록 努力하고 核禁止地帶의 設置 核武器非擴散協定과 같은 部分的

・ノ 措置를 講究하도록 呼訴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國際聯合과 緊密한 連絡을 維持하면서 國際 
委員會에서 遂行하는 人道的 任務의 範圍內에서 武力衝突 可能性의 防止 
오!• 이의 解決을 위하여 努力하며 關係諸國과 合意하여 이 目的에 適合한 
措置에 參加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다하도록 激勵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各國赤十字社 및 各國政府가 모든 武力 
衝突에 있어 人道主義精神으로서「제네바」協約이 汎 世界的으로 周到하게 
適用되기 위한 努力을 倍加하도록 勸吿하며,

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各國赤十字社 및 各國政府가 苦痛의 輕減을 
위하여 努力한 데 대하여 感謝를ー 表明하며 이들 여러 組織들이 징차에도 
그같은 努力을 繼續하도록 激勵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0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政府에 대하여 全國家가 承認하고 있는 人類의 精神과 人道的 諸原 
則에 立脚해서 行動할 것을 勸吿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뉴델리」1957 

年에서 採擇한 決議事項 第37號를 想起할 것이며,
赤十字는 人間의 尊嚴性을 위해 努力함으로써 國際的인 相互 理解와 모 

든 國家間의 親善을 增進함을 目標로 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모든 國家들이 努力하고 있는 精神的인 指標로서의 世界平和의 理想은 

設或 오랜 時間이 걸릴지라도 信念과 忍耐心을 가지고 追求한다면 實現이 

可能하다는 것을 考慮하고,
世界平和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있어 가장 効果的인 要素의 하나는「人 

道를 통하여 平和를」(Per humanitatem ad pacem) 란 標語와 같이 모든 사 

람들을 人道化하는데 있다는 것을 意識하며,
사람들을 人道化함은 國際的 相互理解와 人類愛의 精神을 大衆 特히 未 

• 來의 運命을 걸머질 世界各國 젊은 世代들에게 敎育함으로써 實現이 可能

하다는 것을 宣言하고,
한 나라 文明의 尺度는 個個人이 이웃에 대하여 또는 國家가 國際社會 

에 나타내는 尊敬心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考慮하며，
各國政府에서 사람은 國家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尊嚴性을 尊重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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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尊重케 하면서 物心兩面의 모든 方法으로 生活條件의 改善에 貢獻할 權 

利뿐만 아니라 基本的인 義務도 지니고 있다는 意識을 涵養함으로써 初 中 
高 等의 모든 段階的 學校敎育에서 젊은 世代들에게 公民敎育을 시키는데 
適當한 方法을 定할 世界 文化協約을 締結하기 를 希望한다 （「비 엔나」1965 
年決議事項第11號）.

理事會는,

世界의 여러 地域에서 武力衝突의 結果 世界平和가 威脅받고 사람들이 
莫大한 被害를 입고 있는 事態를 깊이 憂慮하여 모든 關係國들에게 衝突 
을 終結하고 平和的方法으로서 意見衝突을 解決하도록 權威를 行使할 것 
을 呼訴하며,

더 나아가 全 關係國은 그들이 調印한「제네바」協約에 具體化된 人道的 
인 諸原則을 遵守하는 데 同意하고 可能한 限 協約을 援用하여 이러한 人 
道的인 諸原則이 全 當事國의 支持를 確保할 수 있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 
의 活動을 要求하고 利用하도록 要望한다 （第28次 赤イ 字社聯盟理事會「비 
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25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이 사람들에게 平和를 심어주며 國際的인 論爭이 나 武力 軍 
隊 또는 威脅에 의한 衝突에 대하여 斷呼히 反對할 것임을 明確히 確信하 

고 있는 데 비추어서,
赤十字社聯盟이 創設以來 各種 會議에서 採擇한 公式的인 諸決議事項을 

通하여 이들 原則을 確認했던 것을 생각하고,
赤十字社聯盟이 武力衝突과 戰爭과 侵略行爲가 世界 各處에서 持續되고 

있음에 注目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여,
紛爭을 解決하거나 或은 ー國家에서 그의 意思를 他國家에 强要하는 등 

의 手段으로서 戰爭 武力衝突 및 侵略을 繼續하고 있는 事態에 대하여 慨 

嘆하며,
世界平和를 保護하고 維持하기 위하여 全 赤十字機構가 한층 더 組織的 

이고 積極的인 活動을 實施하도록 要請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赤十字國際 
委員會와 協議 協力하여「이스탄불」의 次期 會議에 提出하기 위하여 取할 
措置 둥을 硏究하기 위해 赤十字社聯盟「세미나」를 開催하도륵 勸吿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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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國家에 대하여 이런 事態를 終結하고 他國民의 獨立이나 自治權에 

敵對되는 武力使用을 包含하는 것과 같은 手段을 抛棄하도록 勸吿하며
人權에 관한 諸原則을 固守할 것을 嚴肅히 再確認하고 世界의 어느場所 

나 時間을 莫論하고 人權이 侵害되거 나 違反듸 는 事態에 대 한 관심 을 表 
明하며,

모든 政府에 대하여 赤十字가 專念하는 人權保護를 確保하기 위해서 平 
和的 手段으로 國家間이나 國民間의 紛爭을 解決하도록 呼訴한다 （第87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8年 決議事項 第24號 第30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이스탄불」1969年 採擇）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人權 및 人間의 尊嚴에 대한 尊重과 保護는 赤十字의 人道的 活動의 基 
本이고 人道法의 目的이며 人道法의 發展은 國際聯合과 赤十字의 共通된 
關心事임을 想起하고,

戰爭 그 自體과 人間의 權利와 尊嚴에 대한 가장 重大한 侵害임을 다시 
한번 認定하고,

戰爭犯罪와 人道에 대한 犯罪는 人權에 대한 가장 明白한 侵犯이며 戰 
爭犠牲者의 處理를 더욱 惡化시키는 것이란 然을 考慮하고,

赤十字의 倫理的 權威와 威信으로서 이러한 犯罪가 되풀이되는 것을 避 
하게 하는 手段을 支持함은 赤十字의 義務임을 認識하고

1968年 國際聯合 第23次 總會에서 戰爭犯罪 딫 人道에 대한 犯罪의 無時 
効性에 관한 協定의 採擇은 이 方向으로의 重要한 첫 걸음임을 銘記하고,

모든 國家에게 人權 保護를 指向하는 體制로써 必須不可缺한 이 協定에 
同意하도록 要望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12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人類는 한 家族이며 나누어 질 수 없음을 認識하고,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
人間은 永續的인 平和를 누릴 權利를 가지며,
人間은 그 權利와 基本的 自由가 尊重되는 것을 바탕으로 充實하고도 滿 

足스러운 生活을 營爲해 갈 수 있음을 必要로 하며 이러한 目的은 世界人 
權宣言이 나 人道的 諸協約에 明示되고 定義되어 있는 人權이 尊重되고 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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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되지 않는 限 이루어질 수 없으며
人間의 身體, 名譽 및 尊嚴을 害칠 念慮가 있는 모든 暴力行爲와 蠻行 

脅迫과 不安에서 解放되는 것은 人間의 權利이며
어떠한 사람도 種族, 性, 出身, 宗敎, 言語, 思想 및 政治的 意見에 의 

한 區別이 나 差別당함이 없이 近代文明의 惠擇을 平等하게 누릴 權利가 있 
으며,

世界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一般的인 法의 原則은 어 느 곳에 서나 法의 支 
配가 効果的으로 保障되기를 要求하며,

平和와 自 由의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젊은 世代에 대하여 特別한 觀 
心을 기울이고 敎育은 人權의 諸原則과 國際赤十字에 具現되고「제네바」 
協約에서 表現되고 있는 人道主義에 따라서 改善되어야 할 것이며,

人類共同의 運命은 國家間의【紐帶 協力 및 眞摯한 友好에 달려 있다 （「이 
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19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赤十字가 第20次 國際會議에 서 採擇한 基本的 人道主義 諸原則에 따 
라 全國民間에 相互 理解와 親善과 協力으로 永續的인 平和를 增進하도록 
要請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고,

모든 國民의 獨立과 自決權을 危殆롭게 하는 武力 威脅이나 使用을 排 
擊하고 平和를 支持한 過去의 諸決議事項과 過去 赤十字 諸 國際會議에서 
모든 政府에 대하여 그들의 紛爭을 國際法 精神下에서 實効性 있는 平和 
的方法으로 解決하도록 呼訴한 事實을 確認하고,

世界 各 地域에서 甚한 苦痛과 困窮의 原因이 되고 있는 武力衝突이 世 
界平和와 國際 安全을 威脅하고 있는 點에 대하여 不安을 表明하며 國際 
協定과 國際法의 尊重을 必須的으로 要求하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 
는 데 効果的인 方案의 必要性이 促求되고 있으므로

赤十字는 全人類의 -利益을 爲한 傳統的 公約에 恒常 忠實하며 國際的으 
로 承認되고 있는 모든 人間 또는 全 人間社會의 基本的인 人權에 대한 尊 
重을 要求하고 있는 것을 再確認하고,

모든 政府와 國際聯合에 대하여 武力衝突을 止揚하고 :永續的인 平和를 
樹立하는 諸般 措置를 講究하도록 緊急히 呼訴하며 모든 外界에서의 核武 
器 實驗의 禁止를 適切히 保障하는 條約이 나 海底武器管理條約 化學 및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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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學的 武器에 關한 完全 有効한 協定 또는 實効性 있는 國際管理의 一般 
的인 完全軍縮協定을 締結할 것을 包含하여 核武器 競爭을 中止하는 努力 
을 새롭게 하도록 勸吿하며,

武器購入에 配當되는 資金을 人類를 의한 奉仕와 生命의 保護와 國民 特 
히 第一次的으로 靑少年의 保健衛生과 訓練 그리고 敎育의 改善에 充當하 
도록 提案하고,

國際聯合總會에서 1968年 12月 19日에 採擇한 決議事項 第2444號에 대 
하여 滿足의 뜻을 表하며 國際赤十字의 指導者들에게 平和와 人權을 爲한 
活動에 있어서 恒常 國際聯合과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도록 要望하며,

모든 國家에 대하여 國際法 國際聯合憲章, 國際人道主義, 諸協約 및 宣 
言과 過去 國際赤十字와 國際聯合의 人道主義에 關한 諸 協議事項으로 樹 
立한 基準을 受諾하여 効果的으로 實踐에 옴기도록 勸吿하고,

赤十字國際機構나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는 恒常 國際 
聯合專門機關과 提携하여 모든 人間 特히 靑年들의 國際友愛와 모든 사람 
들의 連帶 友好 또는 그들 國家와 國民의 運命에 대한 社會的 責任精神을 
主題로 하여 訓練함으로써 赤十字活動을 主導하도록 積極的인 措置를 講 
究할 것을 勸吿하며

이 精神에 立脚해서 國際赤十字機構에 대하여 i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 
關 （UNESCO）와 其他 國際聯合專門機關 및 靑年團體와 連絡하여 平和에 

關한 敎育計劃에 着手하도록 勸吿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平和 增進에 관한 經驗을 交換하고 더욱 緊密한 

協力과 相互 理解를 目的으로 서로의 接觸을 強化하여 密接한 關係를 維 
持하도록 勸吿하며

國際赤十字에 대하여 平和, 人權 및 基本的 自由를 支持하기 위하여 모 
든 情報手段의 利用을 더 한충 强化할 必要性과 赤十字의 人道主義的 諸 
原則을 넓 이 普及할 必要性에 注意를 喚起하고

國際赤十字機構와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赤十字가 더욱 有効한 平和擁 
護 및 戰爭防止에 參加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方法을 探究하는 會合이 나 硏 
究團體를 召集할 것을 勸吿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0號）. 小）”

3）「靑少年과 平和」, 第 6 章 第 5 節 第 5 項, 374面 參照.
4）「休戰」,第6章第6節第3項，395面參照.
5）「赤十字國際委員會」, 第 2 章 第 2 節, 1969年「이 스탄불」決議事項 第21號, 146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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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聯盟 및 各國赤十字社가 여러 나라 사이에 平和 相互理解 友情 및 協力 
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음을 考慮하고

이러한 目的이 靑少年들의 모임을 包含한 國際的 또는 地域的인 集會에 
의해서 實現되어가고 있는 方法에 注目하고

各國赤十字社의 가장 重要한 任務中의 하나는 그「멤 버」특히 靑少年들 
에게 平和, 國際協力, 人間尊重, 戰爭憎惡, 國際人道法의 遵守 모든 民族 
과 모든 國家간의 平等한 權利를 增強하는 精神을 敎育하는 데 있다는 것 
을 認定하며

聯盟 理事會에서 旣히 採擇한 平和와 人權을 促進시키고 또 武力과 武 
器에 의한 國際衝突 解決을 悲嘆하는 諸 決議事項을 想起하고

聯盟事務局과 各國赤十字社가 平和 人間의 生命과 健康의 保護 및 人間 
苦痛의 拂拭과 輕減을 위한 赤十字活動을 支持하는 可能한 폭 넓은 與論 
을 모든 報道媒體를 通해서 弘報하도록 要請하고

聯盟과 各國赤十字社가 平和의 強化와 戰爭의 새로운 勃發을 防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다른 國際機關 特히 國際聯合이나 그 專門機關 
과 더욱 積極的으로 協力하도록 勸吿하고,

聯盟事務局은 이 問題에 대하여 旣히 採擇된 諸 決議事項에 注意하며 
또 그 實施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의 地域會議를 包含한 모든 
適切한 機會를 가지도록 要請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 
티」19기年 決議事項 第32號）.

執行委員會는,

世界 到處에서 惹起되고 있는 暴力行爲와 이러한 行爲가 人類 將來에 
미치고 있는 威脅에 대하여 甚히 憂慮하며 罪없는 사람들이 죽음과 苦痛 
으로 支拂하고 있는 過重한 代價에 驚愕을 禁치 못하며,

이러한 暴力行爲는 人道法과 赤十字 諸原則의 重大한 侵犯을 形成하는 
것임에 注目하고,

우리들 赤十字組織은 暴力行爲에 관하여 無關心일 수 없음을 確信하며, 
赤十字에 부여한 人道的 使命을 自覺하고
各社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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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各國政府가 單獨的이거나 集團的으로 特히 國際聯合을 通하여 많은 
苦痛을 낳게 하고 있는 諸問題에 대해서 効果的 解決을 가져올 수 있 
는 行動을 取하도록 要請하고,

b) 相互 理解와 人間을 尊重하는 雰圍氣 助成에 이바지하도록 國民들에 
게 보다 넓이 赤十字 諸 原則을 普及시칼 것을 要望한다 (第89次 赤 
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72年 決議事項 第19號).

理事會는,

全世界의 平和를 促進하는 活動은 人類의 根源的 熱望올 反映하는 것임 
을 考慮하고,

赤十字는 그 原則에 따라서 그 活動을 恒久的 平和達成 方向으로 轉換 

하고 있는 事實을 認知하며
모든 赤十字機構가 世界平和의 要因으로서의 赤十字役割에 부여되고 있 

는 重要性을 考慮하고,
赤十字가 現在까지 平和를 위 하여 傾注한 努力과 그로 因하여 이 分野 

에서의 赤十字 活動이 더욱 發展하게 되는 基礎가 되고 있음을 認定하며, 
世界平和 促進을 위한 努力에 대하여 赤十字의 貢獻을 加一層 增强시키 

는 可能性을 考慮하여,
1) 가까운 將來에 平和 促進을 위한 赤十字의 役割과 活動을 硏究主題로 

한 赤十字會議 召集을 勸吿하며,
2) 理事長이 이 會議에 必要한 모든 準備를 마련할 組織委員會를 指名 

하도록 示唆하며,
3) 이 會議의 報吿가 次期 理事會와 代表者 會議에 提出듸 도록 希望을 表 

明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 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37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人間의 健康과 生命을 保護하고 人間의 苦痛을 豫防하여 相互 理解, 友 
情, 協力 및 永久平和를 여러 國民間에 樹立하고자 하는 赤十字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世界平和의 要因으로서의 國際赤十字의 役割올 더욱 擴 
大 强化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確信하며,

아직까지 武力衝突, 領土占領, 人種差別 및 集團虐殺이 發生하고 있는 
世界의 많은 地域에 居住하는 國民들의 苦痛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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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緊張 緩和와 世界平和의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努力과 措置를 歡迎하며
世界平和를 增進시키기 위한 國際聯盟과 其他 國際機關의 活動을 支援 ゝ一

할 것을 宣言하며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平和, 平等 및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한 善隣政

策의 理想에 의해서 誘導되도록 諸國 政府에 要求하며
諸國 政府는 武裝, 軍備, 競爭, 制限과 軍縮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는 努力

을 繼續하도록 呼訴하며,
世界平和의 要因으로서의 國際赤十字의 役割을 加一層 發展 強化하는 問

,題를 赤十字役割에 관하여 再評價하는 硏究에 包含하도록 勸吿하며
國際委員會 聯盟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平和, 人權 및 基本的인 自由 

를 위한 活動을 强化하도록 하고 各國 政府와 協力하여 赤十字의 人道的 
인 理念을 公衆들에게 더욱 넓이 普及하기 위하여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 
하도록 要請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1號）.

理事會는,

聯盟理事長으로 하여금 平和要素로서의 赤十字 行動計劃 實踐을 위한 機 
構의 設置 및 聯盟의 適切한 機構나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同計劃에 의 
해서 도출되는 任務를 實現할 수 있는 方案을 提議하도록 委任한 바 있는 
第33次 理事會 決議事項 第20號를 考慮하면서,

赤十字와 平和에 관한 委員會가 構成되어 成功的으로 活動하여 第34次
理事會에 報吿書를 提出하였음에 비추어,

1975J「벨그라드」世界赤十字平和會議에서 被歷한 關聯事項을 念頭에 
두면서 同 行動計劃의 實踐事項에 관한 點檢이 繼續되어 야 하겠다고 생 각 
하며 代表者 會議에서 現在 水準의 赤十字 및 平和委員會가 次期 代表者 
會議까지 存續 活動하도록 建議하며,

이 委員會가 계속 平和要素로서의 赤十字 行動計劃의 實踐을 위하여 平
和에 寄與하는 觀點에 서 赤十字의 活動을 硏究하며 聯盟의 適切한 機構 및 . 
各國赤十字社에 同 計劃에서 도출되는 目標나 任務를 實現시키기 위한 方 
案을 提議토록 建議한다.

同 決議事項이 代表者會議에 넘겨지기를 要望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 決 
議事項 24號 1977.10.「부카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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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者會議는,

決議事項 第 2 條 第4 項 （1975年度）에 의 하여 構成된 實務班에서 提出 
한 報吿를 認知했으며,

同 實務班이 世界赤十字平和會議에 관한 聯盟報吿書와 同 報吿書 附屬 
書 6 조에 包含되 어 있는 意見을 充足시 키 는 方案에 관하여 意見一致를 본 
것을 滿足히 여기면서

實務班이 이들 意見을 題目으로한 平和要素로서의 赤十字에 관한 行動 
計劃 建議事項의 뜻을 정의하고자 내 놓은 提案事項을 承認하며 위와같이 
承認된 說明書는 行動計劃의 主要內容이 된다고 思料됨으로

따라서 聯盟은 實務班에서 作成한 說明書를 世界赤十字 平和會議 報吿 
書에 包含하도록 要請하며,

赤十字 諸機構가 行動計劃을 履行할 때는 赤十字의 基本原則을 십분 尊 
重하며 前述한 說明書가 考慮되어 야 한다고 생 각하며

實務班은 本 任務를 遂行한 것으로 보고 그 동안의 業績에 대하여 感謝 
한다 （代表者會議 決議事項 1, 1977.10.「부카레스트」）.

代表者會議는,

第33次 理事會가 1975年의 決議事項 第20號에 의하여 委任한 바 있는 
平和要素로서의 赤十字行動計劃履行事項을 點檢하는 部署를 說置할 것과 
그리고 聯盟關係部署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同計劃에서 비롯되는 任 
務遂行을 위한 方案을 提議할 것을 理事長에게 委任한 事實을 想起하면서 
赤十字와 平和에 관한 委員會가 構成되었음과 同 委員會가 成果를 거두었 
고 第34次 理事會에 報吿書를 提出하였음을 照鑑하면서,

1975年「벨그라드」世界赤十字平和會議에서 表明된 여러가지 見解를 考 
慮할 때 行動計劃의 履行事項이 繼續點檢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면서

赤十字와 平和에 관한 委員會가 第2項에서 言及한 水準으로 構成되어 
次期 代表者會議時까지 業務를 繼續하도록 決定하며, 이 委員會는 平和要 
素를 위한 赤十字行動計劃의 履行事項을 맡도록 決定하며 平和에 寄與하는 
面에 있어서의 赤十字活動의 硏究와 聯盟 關係部署 各國赤十字社 ICRC에 
대하여 이 計劃에서 나오는 目標와 任務가 遂行될 수 있도록 方案을 提 
示토록 한다 （代表者會 議決議事項 2, 1977.10.「부카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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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 章 赤十字의 國際組織 >

第1節 赤十字國際會議

赤十字社聯盟 總會는,

聯盟事務局의 基本的 任務가 各國赤十字社의 組織과 會員의 發展을 위 
하여 各國赤十字社를 援助하고 自國政府 및 他機關과 協力하여 各國의 傳 
統에 符合하는 方法으로 保健衛生을 改善하고 疾病의 豫防 및 苦痛의 輕 
減을 위한 平常時의 活動을 援助하는데 있음을 認定한다.

各國赤十字社는 前述한 勸吿의 重要性을 認定하리라고 確信하고,
赤十字社聯盟 總會는 聯盟事務局이 職務遂行을 위한 物的, 人的, 資源 

을 確保하여 ;組織業務 住民保健敎育 公衆保健看護와 靑少年赤十字에 대 
한 現在의 主된 努力을 指導해야 할 것이라는 提案을 承認한다.

（總會 第2次 會議「제네바」1922年 決議事項 第 1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하여 그 活動의 基本的인 諸原則을 認定하고 各 
國赤十字社에 情報를 提供하거나 平時의 政策을 發展시키며 國際的 赤十 
字의 모든 機構와 緊密한 關係를 持續하는 三重의 使命을 積極的으로 遂 

行할 것을 促求한다.
（理事會 第11次 會議「헤그」決議事項 第10號 第 1項）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會議 常置委員會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를 代表하는 ;2名 中 
의 1 名과 赤十字社聯盟을 代表하는 2 名 中의 1 名은 各各 赤十字國際委 
員會의 委員長 및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의 理事長으로 할 것을 勸吿하고, 

次期 國際會議時까지 國際赤十字規約 第 1 條의 精神에 따라 行動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의 事業調整과 統合을 위해 活動함을 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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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委員會의 任務로 생 각하며 ,
常置委員會는 定期的으로 最少限 年 2 回 會合을 가지 며 그 活動은 規 

約의 解釋上 일어나는 疑問點에 대한 裁定이나 次期 國際會議를 위한 準 
備 등에 局限하지 아니하고 國際會議 期間中에 있어서의 各國赤十赤社,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 등의 事業을 調整 統合할 國際會議의 
機能을 實踐하기 위 하여 必要에 따라서 常置委員會는 後者의 두 機構와 그 
들의 協力을 求하는 機構에 共通되는 모든 問題를 審議하고 事情에 따라 
서 次期 國際會議에 參照될 問題의 處理를 講求하도록 勸吿한다.

그러 나 國際赤十字 構成機構들이 各自 活動分野에서의 主導權은 어느 경 
우에도 嚴格하게 尊重되어 야 한다. 常置委員會에 提出된 問題 또는 向後 
「제네바」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의 兩 事務局 幹部에 의하 

여 開催된 月例會議에 提出된 問題 및 世界的인 事件에 關聯된 問題들은 
어느 것이나 모두 常置委員會 會議에 上程되는 것으로 한다.

또 常置委員會는 그 委員인 3名의 委員長 즉 常置委員會의 議長과 赤 
十字國際委員會 委員長 赤十字社聯盟理事會 理事長 또는 그들의 不在時에 
는 그들 各自가 指名한 代表者들이 緊急時에 있어서의 必要한 措置를 講 
求하기 위하여 審議하고 會合할 수 있는 權限이 주어져야 할 것임을 勸吿 
한다.

어떤 경우에도 委員長들은 半年마다 있는 常置委員會 會合 中間에 最少 
限 한번은 會合을 가쳐야 하며 3名 中의 한 사람이 이를 要求했을 때에 
는 언제나 會合하여 協議를 거듭할 것을 勸吿한다.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事務局 幹部는 每月「제 네 바」에 . 모여 서 委員長會議에 書記로서 
活動하는 同時에 外部事項과 關係가 았는 것을 除外하고는 그들과 協同하 
여 審議할 事項이 나 뜨는 各國赤十字社에서 提出한 問題 등 모든 問題를 
審議하여야 한다. 委員長들은 그들이 取한 措置에 관해서 次期 常置委員 
會의 會議에 報吿하여 야 한다.

常置委員會가 書記職을 두는 데 대해서는 常置委員會 自體가 決定해야 
할 것이며 그 規約에 따라 節次를 定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3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今般 國際會議에서 政治的 論爭이 多少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効果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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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果를 거둔 것에 注目하고 어떠한 境遇에도 政治的 論爭이 赤十字事業의 
障害가 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決定이 보여주고 있으므로

設或 各國家間에 政治的 差異가 있더라도 赤十字는 오로지 相互理解와 
善意를 增進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人道的 諸事業에 專念하는 굳은 信念 
을 表明하고,

各國赤十字社가 恒常 全世界的으로 健康增進 疾病豫防 苦痛輕減을 위해 
서 함께 事業을 推進해야 할 重要性을 確認한다（「토론토」1952年 決議事 
項第10號b）.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常置委員會가 國際赤十字規約에 따라「제 네 바」協約 締約當事國政府 各 
國赤十字社 赤十字國際機構 및 其他 機構에 대하여 發給한 招請에 留意하 
고 또한 最初 會合에서 이러한 招請에 관한 發言에 注目하며,

常置委員會에 대해서 그들이 이룩한 事業에 謝意를 表하고,
國際會議 主催國의 赤十字社는 國際赤十字規約에 따라 招請狀 傳達에 있 

어서 單純한 仲介者로서 行動할 것이며 그러므로써 모든 會議構成員은 招 
請을 하는 赤十字社에게 이 問題에 관한 要請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는 一般 原則을 再確認하고,

將來에 있어서도 모든 赤十字國際會議에의 招請은 幅넓은 世界性의 精 
神에서 發起되며 또한 人道法을 위하여「제네바」協約이 適用되는 地域에 
權限을 行使하고 있는 모든 政府——이들 政府가 餘他 締約國의 承認을 얻 
고 있는가의 與否에는 關係없이——가 包含되어야 할 것임을 希望하고,

赤十字 分野에서는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 慣例로 되어 있는 承認의 基 
準은 適用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赤十字國際會議에의 招請에 관한 決定은 
딴 分野에서의 先例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될 수도 없다는 것을 強調한 
다 （「뉴우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5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常置委員會議長의 報吿를 留念하고 赤十字는 政府의 地位에 관한 法律 
的, 政治的 問題에는 關係하지 않는다는 常置委員會議長의 聲明을 確認하 
며 赤十字의 傳統的인 諸原則에 따라서 會議에 參加하도록 招請받은 모든 
政府는 各自의 公式呼稱에 따라 招請狀이 發해지는 것이 會議의 本意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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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6號）.

理事會는,

國際赤十字의 世界性과 無差別의 原則을 尊重해 야 할 必要性에 留意하 
도록 期待하며,

「赤十字의 國際的 또는 地域的인 諸會議나 會合의 招待를 申請해 오는 
國家들에 대하여 그 節次를 取함에 있어서 常置委員會 또는 聯盟에게 모 
든 正當한 權限을 行使하는 代表團은 妨害와 差別을 받지 아니하고 參加 
할 수 있는 內容의 政府 保證을 預託하도록 要請한다. 이러한 確實한 保 
證이 없을 경우에는 그 赤十字社의 招請은 有効한 招待로 看做하지 아니 
한다.」라고 한 第87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8年）의 決議 
事項 第25號를 特히 想起하며 이러한 原則과 그 履行을 빠짐없이 全的으 
로 받아들일 것을 保證해 야 한다는 理事會의 確固한 決意를 表明하고,

國際的 會議나 會合에 招待狀을 發送하는 모든 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러 
한 原則을 遵守하도록 要求하며,

國際赤十字常置委員會의 聯盟代表에 대 하여 必要한 保證을 하지 않는 赤 
十字社로 부터의 招待를 常置委員會가 受理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確實하 
게 實行하도록 要請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71 

年決議事項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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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赤十字國際委員會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時와 平常時에 있어서의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卓越한 事業을 認定하고 
委員會의 現存하는 組織을 維持하기로 決定하며 特히,「제네바」協約 未締 
結國의 加入 新設 赤十字社의 承認 赤十字國際「會報」의 編輯 國際會議決 
議事項의 通報 및 國際委員會에서 委託한 特別基金管理 등을 問議한 過去 
會議에서 國際委員會에 委任한 事項들을 確認한다.

委員會는「제네바」協約이 遵守되도록 監視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赤十字 

의 諸原則이 적용되도록 介入을 계속할 것을 要請한다.
國際會議는 平常時의 國際委員會의 活動을 承認한다. 委員會가 이 組織 

의 基本的, 道德的, 法的인 諸原則의 守護者이며 普及 機構임을 承認하고
同委員會가 全世界에 걸쳐 이러한 諸原則들이 普及 適用되는 것을 注視 

하도록 命한다 （「제네바」1921 年 決議事項 第16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한 攻撃을 遺憾의 뜻으로 聽取하며 委員會의 辯 

明을 聽取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한 信賴를 宜言한다 （「토론토」1952 
年決議事項第22號）.

代表者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當事國의 同意下에 國際聯合으로부터「쿠바」事件 
에 介入하도록 要請을 받은 때의 여러 狀況을 諒知하고

國際委員會가 紛爭當事國들로부터 仲介者로서 活動하고 또 當事者들이 
締結한 約束이 忠實히 履行되도록 協力해 줄 것을 要請받았을 때에는 이 
에 應하므로써 平和 維持에 貢獻함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며

「쿠바」事件에 대한 國際委員會의 行動을 承認하고 이를 完遂한데 대하 
여 致賀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8年 決議事項 第24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는 赤十字가 宣言한 人道主義 原則에 따라『모든 人民間의 相互 
理解, 親善, 協力 및 永續的인 平和를 增進함』임을 想起하고,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가 그 決議事項 第10號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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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國際聯合과 恒常 連絡을 維持하면서 國際委員會의 人道的 任務의 
範圍內에서 關係各國의 同意下에 武力衝突 可能性防止와 解決에 貢獻하

・ノ 기 위한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勸獎하며 赤十字와 政府에 대하여 모든 武

力衝突에 臨해서「제 네 바」協約의 汎 世界的인 徹底한 適用을 위해 努力하 
도륵 要請한 事實을 想起하고

第17次 國際會議가 決議事項 第27號에서「友邦國과 敵對國의 赤十字社 

間 關係 發展이 必要하다」고 特히 留念한 점에 비추어서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武力衝突이 나 또는 平和를 威脅하는 狀況에 

있어서 必要하다며는 關係國赤十字社 代表가 赤十字國際委員會와 함께 會 
同하거나 各各 會合을 가지고 人道主義 諸問題에 대한 解決策을 硏究하여 
關係國政府의 同意下에 ‘赤十字가 衝突防止 休戰 또는 敵對行爲의 停止를 

위하여 貢獻할 수 있는 方法을 檢討하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의 要請에 應하여 이 分野에 있 

어서의 모든 바람직한 協力을 하도록 勸吿한다 （「이스탄불」1869年 決議事 
項第219號）. '"双

제23차 赤十字國際會議는,

財政委員會가 이룩한 業績에 대하여 滿足하게 注目하면서 나아가서 IC 
RC 가 동財政委員會의 共同努力의 德分으로 各國赤十字社의 分擔金이 지 
난, 4年間에 있어서 相當히 增加하였음을 注目하고

동委員會의 現委員을 그대로 重任시키며 赤十字社가 財政的 參與를 通 
하여 增加一路에 있는 ICRC의 活動을 能히 遂行할 수 있도록 努力을 계속 
하고 强化하도록 勸吿하여

모든「제네바」締約國에게 ICRC 에 대한 定期的인 財政支援이 組織的이 
며 더욱 實質的으로 이루어지도록 再次 呼訴하며

ICRC豫算에 分擔金을 據出하지 않는 政府나 赤十字社는 名目上의 支 
拂이 되는 一部 據出金에 지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今後 財政的인 

■ 支援이 있기를 希望한다 （第23次 赤十字國際議 決議事項 13. 1977. 10.

「카부레 스트」）.

6） 1949年「제네바」協約 I의 第9條, II의 第9條 1I의 第9條 N의 第10條 參照.
7） 代表團 第 2 章 第 4 節 第 6 項 第17次 國際會議 決議事項 第15號  第30號.
8）救護第5章第2節第3項（c）第17次國際會議決議事項第3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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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赤十字社聯盟"

- 般

理事會는,

戰時에 있어서는 赤十字社聯盟本部는 交戰國이 나 非交戰國이 다같이 接 
觸할 수 있는 國家로 移轉하여야 한다고 決定한다. 이 移轉을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聯盟이 本部를 두고 있는 나라와 接近을 困難하게 만들고 있는 
交戰國이 聯盟으로 하여금 그 本部를 딴 곳으로 移轉하는 데 必要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기로 同意하여야 한다(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 
오드」1946年 決議事項 第63號).

理事會는,

「솔페리노」의 戰場에서 誕生되고 "戰爭中에도 慈悲를” (Inter arma Ca- 
ritas)라는 標語에 表現된 赤十字의 根本理念은 擴大 發展하여 自然的 災 

殃 流行病 飢餓로 因한 犧牲者의 救護 醫療 및 社會事業 奉仕員의 養成 靑 
少年들의 私心없는 相互 奉仕精神의 振興과 같이 戰爭과는 關係가 없지만 
人道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한 나라의 住民 相互間이나 또는 各國民 相互 
間의 平和를 保全하고 回復하는 데 이바지하는 많은 平時 活動도 包含하 
게 되었음을 考慮하고 "人道를 통하여 平和를”(Per humanitatem ad pa- 
cem) 라고 하는 第 2의 標語를 採擇하기를 決定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人道는 赤十字의 가장 高貴한 原則이며 赤十字 
는 그 人道적 活動을 통해서만 平和를 위한 奉仕를 希求하는 것임을 表現 
하기 위하여 第 1의 標語「戰爭中에도 慈悲를」을 廢止함이 없이 第2의 標 
語를 使用하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第44號).

9) 聯盟의 使命, 目的, 組織 및 構成은「赤十字社聯盟憲章」및「聯盟 諮問委員會 規則」參照. 

148



第2章第3節 赤十字社聯盟

2.國際會議

a） 基本的 諸原則의 尊重

理事會는,

1948年「스톡홀름」에서 開催된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가 採擇한 決 
議事項 第 5 號 （a）條項에 따라서 赤十字社聯盟 會合에 .政治的 論爭을 導 
入함은 赤十字의 基本的인 諸原則을 侵害하는 것이며 모든 赤十字社에 의 
한 그러한 侵害는 聯盟憲章 第9條에 따라 聯盟理事會가 取하는 措置의 
事由가 될 수 있다는 것을 各國赤十字社에 警吿한다 （第23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44號）.

. b）參 加

理事會는,

聯盟이 人道的問題로.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公私 國際關係機構에 聯盟 
의 諸般活動을 항상 通報될 수 있기를 希望하나 그러나 理事會 會合에의 
r옵서버」參加는 國際機構의 代表에게만 限定되며 또 聯盟이 ’諮問的인 位 
置에 있는 專門機關이나 赤十字社가 없는 國家에서 赤十字와 類似한 事業 
에 關係하고 있는 機關에 限定하여 야 한다고 決定한다 （第23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오슬르」4954年 決議事項 第7號）.

理事會는,

「프라하그」（1961 年）에서 赤十字 原則에 새로운 表現 特히「世界性」이라 

는 字句를 滿場一致로 承認한 事實을 想起하고
, 聯盟의 諮問委員會 委員社가 되기를 受諾하고 있는 모든 各國赤十字社 

에 대하여 各種 委員會 會議에 定期的으로 代表를 보내야 하는 現在의 義 
務를 強調하고

最近 聯盟 諮問機構의 會議 또는 赤十字「세미나」에 모든 各國赤十字社 

가 參加하는데 어려 움이 , 있음을 遺憾으로 여 기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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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來에 있어서는 聯盟當局이 聯盟의 用務로서 旅行하게 되는 各國代表 
團代表 및 其他 사람들에게 會議 場所를 決定하기 前에 必要한 査證과 其 
他 旅行證書를 入手하는 데 모든 可能한 便宜가 提供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을 決議한다 （第84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4年 決議 
事項 第32號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엔나」1965年 採擇.ゆ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定한다.
a） 聯盟의 構成員인 各國赤十字社는 自己社가 委員이 아닌 聯盟의 執行 

委員會 或은 諮問委員會의 會議에 3 名 以內의「옵서버」를 參加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옵서버」의 名單은 事前에 事務總長에게 通知하여 
야 하는 일.

b） 赤十字國際委員會는 理事會나 執行委員會 諮問委員會의 會議에 代表 

를 派遣할 수 있도록 하는 일.
c） 其他 公共團體 特히 聯盟 加入을 위하여 正式 節次를 밟고 있는 承 

認된 赤十字社 및 聯盟이 事業上 特別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거나 또 
는 聯盟이 特히 盡力하고 있는 人道主義的 分野에서 協力하고 있는 政 
府 및 非政府的 國際機構들을 理事會 또는 執行委員會 會合에「옵서 
버」로서 代表를 派遣할 수 있도록 理事長으로부터 招請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게 하는 일.

d）「옵서버」는 討議에 參加할 수 없으며 議長의 例外的 措置로서「옵서 
버」에게 發言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

e）「옵서 버」는 決議를 提案할 수 없으며 票決에 參加하지 아니 하도록 하 
는 일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 
4號）.

理事會는,

諮問委員會의 組織과 技能과 관련하여 多樣한 提議에 대하여 누차 討議 
한 바 있으며「탄슬리스」報吿書와 聯盟의 새로운 憲章과 관련 一般狀況에 
서 決定에 의해 變更된 狀況올 考慮하면서

聯盟內에 存在하고 있는 모든 諮問委員會의 制度를 再檢討하는 것이 適 
切하다고 보았으며

10） 赤十字社聯盟의 各種 活動에 해서 는 특히 第 5 章 第 6 章을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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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總長에 게 이 目 的을 위 하여 7명 以 內로 實務「그룹」을 構成시 켜 次 
期 會議에서 討議되며 여기서 作成된 提案을 總會에 上程할 수 있도록 하 
는 着眼 및 提示事項을 列擧한 報吿書를 執行理事會에 提出토록 要淸한다 
（제 34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35號 1977.10.「부카레 스트」） •

理事會는,

聯盟의 重要한 會議에 參席하는 많은 會員社에서 旅費로 因하여 經濟的 
어 려움에 處해 있음을 생 각하고 赤十字 役割 再評價 最終 報吿書에서「탄 
슬리스」씨가 建議한 旅費 均等化에 관한 分析과 原則上의 問題에 대하여 
받아드리면서 經驗에서 나타나듯이 進步的인 制度를 設定하여 可能性에 대 
해 實驗해 보는 일이 매우 어려운 問題라고 認知하면서

聯盟 目的대로「스웨덴」赤十字社가 提議한 旅費 均等化制度 草案의 內容 
을 注目하고

이에 관하여 제시한 制度에 感謝를 表하며,
事務總長에게 1980~1981年度 聯盟 計劃 및 豫算案에 旅費 均等化 制度 

를 紹介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 檢討하도록 하며
執行理事會에 이 問題와 關聯하여 이번 總會에서 나타난 意見을 參酌하 

며 財政委員會와 相議하여 次期 總會에 提案을 提出하도록 要淸한다 （제 
34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34號 1977.10.「부카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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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各國赤十字社

1. 新設 赤十字社의 創設과 承認

總會는 聯盟事務局이 赤十字社가 없는 國家에 대하여 赤十字社의 創設 
을 刺戟시키고 現在 未承認 赤十字社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에 依한 
承認에 이어 聯盟에의 加入을 確保하도록 이를 援助하기 위한 適切한 手 
段을 講究하도록 勸吿한다 （第 2 次 赤十字社聯盟 總會「제 네 바」1922年 決 
議事項第6號第2項）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國際會議에서 規定한 承認 및 加入 條件을 各國 
赤十字社의 定款이 充足시키고 있다는 것을 確證한 後에 赤十字國際委員 
會에 의하여 承認되고 赤十字社聯盟에 加入하고 있다는 것을 勘案하고

各國赤十字社가 國際赤十字의 合法的인 構成員으로 있기 위해서는 恒常 
赤十字運動의 基.本原則에 따라야 된다는 것 을 考慮하며

한편 한 赤十字社의 定款이 承認 및 加入의 各條件과 合致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其 赤十字社는 疑義를 받게 된다는 것을 考慮하고 承認 및 加入 
의 各 條件에 關聯되는 無에서 定款을 變更하려는 社는 그 變更을 國際委 
員會 및 聯盟에 提出하여 그에 關한 勸吿를 參酌하도록 決定한다 （「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 6號）.

2. 各國赤十字社의 國內組織

第 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

政府 認可에 의하여 ー國에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을 쓰는 複數의 社나 
團體가 存在할 때에는 그리한 社나 團體들은 合併 :또는 聯合하여 國際會

11） 第 1 部「新設赤十字社의 承認」및「新設赤十字社聯盟加入 規則」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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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에서 代表權을 갖는 모든 赤十字社들의 集團에 加入할 資格을 갖추도록 
勸吿한다 (「로마」1892年 決議事項 第16號 b).

赤十字社聯盟 總會는,

國際聯盟 規約 第25條에「聯盟國은 全世界에 걸쳐서 健康의 增進 疾病 
豫防 苦痛輕減을 目的으로 하는 公認된 赤十字篤志團體의 設立 및 協力을 
獎勵促進하는 것에 同意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赤十字社聯盟은 이러한 目的 實現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創設된 것임으로 
아래와 같은 勸吿를 決議事項의形式으로서 滿場一致로 採擇한다.
(1) 各國赤十字社의 會員을 擴大하고 大衆化하는 것은 平常時事業을 成 

功的으로 遂行하는데 必須條件이 라는 것
(2) 各國赤十字社는 會費 및 常置된 資產의 收益으로서 管理費와 通常 

事業費를 充當하도록 努力할 것
(3) 各國赤十字社의 會員은 各自 그 地域에서 ,公共福祉를 위한 特定事 

業을 行할 適切한 機會를 마련하도록 할 것
(4)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事業을 위하여 國內 靑年들을 組織할 것
(5) 各國赤十字社는 國內에 災害가 發生했을 때에는 救護活動을 도와야 

하며 언제 나 迅速하고도 効果的으로 活動할 수 있도록 準備할 것
(6) 赤十字社聯盟은 언제 나 可能한 形態로서의 모든 援助를 即時 動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加盟國에 대하여 災禍나 災害에 관한 情報 
의 迅速한 通報體制를 維持하고 한편 全世界의 氣象觀測所 地震觀測 

, 所와 効果的 인 連絡을 取하도록 할 것 '

(7) 保健事業 分野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의 三大任務는, 
가) 公衆保健事業에 관한 關心을 促進하며 維持하고, 
나) 政府機關 事業을 支持하며 必要한 경우에 이를 補完하며 
다) 展示, 敎育 또는 그外의 方法으로 保健에 관한 有用한 知識을 普 

及하는 일.
등이라는 것

(8) 各國赤十字社는 保健事業을 指導하기 위하여 正規 有資格者를 雇傭 
하며 非專門家를 訓練하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講求할 것

(9) 各國赤十字社는 同一한 事業을 行하고 있는 奉仕團體와의 協力 및 
調整을 堅固히 하도록 努力할 것 (第 1 次 赤十字社聯盟 總會「제 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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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年決議事項第2號）.

3. 各國赤十字活動에 對한 奉仕員의 參與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의 奉仕事業에 奉仕員이 參與한 
다는 것은 全世界 赤十字社의 事業을 遂行하는데 가장 重要한 것으로 보 
며 또 奉仕事業을 通해 서 赤十字의 理想과 活動들이 具體的으로 모든 國民 
들에게 傳해진다는 것을 考慮하여

奉仕事業「프로그램」의 價値에 대하여 모든 赤十字社가 觀心을 기우리도 
록 勸吿하며 한편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會員社間에 情報 人員 및 資料의 
交換을 獎勵 增進하도록 要請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 
1948年決議事項第17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란 元來 全世界의 數많은 奉仕員들에 의하여 遂行되는 奉仕的인 
事業임을 認識하고

赤十字의 偉大한 힘은 도움을 必要로 하는 사람을 언제나 救濟할 準備 
가 되어 있으며 赤十字는 그러한 事業을 통하여 苦痛받는 者를 도우려는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奉仕를 活用할 수 있다는 데 있음을 認定하며

또한 奉仕的인 努力의 潜在カ은 事實上 無限함을 認定하고
各國赤十字社가 赤十字를 通한 奉仕에 있어서 可能한 限 充分히 擴大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專門家나 非專門人들이 訓練을 받았는지의 與否 또 
는 老少를 莫論하고 모든 사람들을 되도록 幅넓게 參加시키는 것을 目標 
로 할 것을 勸吿하며 이것을 達成하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는 相互間의 情 
報交換이나 交流訪問을 通하여 奉仕事業에 관한 經驗을 交換할 것을 勸吿 
하고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奉仕事業을 새로 構想하거나 擴大 發展시키고자 
하는 各國赤十字社를 指導하여 줄 것을 要請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赤十 
字社는 赤十字社聯盟이 作成하여 今般 國際會議에 提出한「赤十字奉仕事 
業에 관한 指針書」에 관심 을 가질 것 을 勸吿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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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第13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社會的, 經濟的 發展에 있어 地域社會會員의 參加 範圍를 넓혀야 할 必 
要性을 認定하며 또 이 러한 發展은 政府나 非政府的 事業計劃의 緊密한 協 
力을 要求한다는 것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는 모든 國民階層으로부터 奉仕 
員을 募集할 수 있는 位置에 있고 奉仕員은 地域社會의 理解에 貢獻하고 
地域社會 開發 努力에 參與할 수 있음을 認定하며

奉仕員에게 課해지는 任務의 複雜性과 多樣性을 考慮하고 奉仕員들이 
보다 効果的인 奉仕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訓練과 꾸준한 敎育 및 
監督을 必要로 함을 强調하고 이것은 職業的인 專門家들의 理解와 積極的 
인 支持를 받음으로서 成就되는 것으로 確信하며

聯盟事務局과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靑年 및 壯年赤十字奉仕員의 奉仕 
를 社會經濟의 發展을 目標로 하는 地域社會 事業計劃에 統合시키는 方法 
을 硏究하고 奉仕員의 訓練 有效性과 監督 및 이들 事業計劃에 職業的인 
專門家를 包含시키는 問題에 特別한 注意를 기울일 것을 勸吿한다 （「이스 
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8號）.

4. 各國赤十字社에 대한 保護

・ 理事會는,

같은 時期에 ー國의 赤十字社와 같은 名稱을 非合法的으로 使用하는 別 
個의 社가 存在할 경우를 考慮하여

이 경우 聯盟은 이러한 事態를 停止시키기 위하여 介入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며 또 各國政府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가 努力하여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各國赤十字社를 支持해 줄 것을 要請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옥스포오드」1946年 決議事項 第 9 號）.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a） ー國의 赤十字社의 全一性이 그 社自體의 措置로 因하여 威脅받을 때 

에는 聯盟에서 發하는 警吿는 執行委員會에 의한 決議事項形式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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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事務局이 해 당 赤十字社에 通報한다. 이 節次는 理事會의 措置 
를 規定한 憲章 第4條에 包含되 어 있는 節次에 優先하여 適用된다.

b） 自國政府의 制限措置로 因하여 赤十字社의 全一性에 沮害를 받올 경 
. 우에는 聯盟은 各國赤十字社의 完全性을 危殆롭게 하는 措置에 관한

情報를 確保하기 위하여 그 政府에 대하여 對話를 要請할 수 있는 權 
利를 保有한다. 그러나 이 權利는 오직 理事會가 決定할 狀況下에서 
만 그리고 理事會가 決定한 節次에 따라서만 行使딀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c） 占領軍의 措置로 因하여 統一性을 위협 받을 경우 理事會의 決議事 
項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仲介를 거쳐,事務局에서 占領軍赤十字社에 
傳達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號）.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힌다.
聯盟事務局이 ー國의 赤十字社로부터 他國의 赤十字社에 관하여 또는 一 

般的 赤十字活覲에 관한 抗議를 接受했을 때에는 事務總長은 該當國의 赤 
十字社에 對히여 抗議內容을 照會하고,

事務總長은 抗議 및 應答內容을 理事會議長과 副議長에게 通報하여야 
힌다• 議長은 執行委員•會에: 報吿히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設置를 決定할 
수 있다. 이 節次는［該當國赤十字社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事實에 대한 抗議에은 適用되지 아니힌다. 이러한 種類의 苦情은 許容될 
수 없다 （第2C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특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 6號”

.蓮!! 玄一 诬土生 國際會議는, __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의 第K次會議에서 採揮한 다음 決議事項을 確認한 
다. 즉,「민약 占領感이 正式으로 室認된 ー國의 赤十字社를 解散시킬 때 
에는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는K會合을 갖고 어떤 事情으로 解散措置를 取 
했는가를 密議함과 더불어,次期 感際會議에서 取할 이에 관한 決定을 위 
해서 世界의 良心에 呼訴할 可能하고도 適當한 行動을 取하여 야 할 것이며

또한 ー國의 全體나 그 一部가 占領당한 結果 占領國이 被占領國赤十字 
社의 管理에 관하여 干涉하거 나 혹은 어 떤 方法으로든지 그 目 的追求를 妨 
害하거나 또는 傀儡赤十字社로 代置시키는 경우에도 같은 節次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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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赤十字國際委員會는 獨自 的으로 또는 事情에 따라서 는 그에 接近할 수 

있는 赤十字社와의 協議下에 被占領國의 呼訴에 應하여 그 資金의 安全과 
要員의 保護를 위해서 可能하고도 有益한 모든 措置를 講究하여야 할 것 
을 勸吿하며 被占領國赤十字社의 存續이나 活動을 確保하기 위하여 自國 
故府와 交涉하는 것은 占領國赤十字社의 義務임을 確認한다 （「스톡홀름」 
1948年決議事項第29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承認條件 第4 條에 따라서 모든 赤十字社의 自治原厠을 再 

確認한다 （「뉴우데리」1957年 決議事項 第12號）.

理事會는,

政治的論爭은 어떤 경우에서도 赤十字社의 事業을 浸害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表明한 第18次赤十字社國際會議의 決議事項을 想起하며

赤十字社가 政治分野에서 中立을 嚴守하는 것이 必須的임을 認定하며
모든 赤十字社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中立의 維持에 注意하지 아니하 

면 안되기 때문에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의 通信文書, 出版, 資料, 
公的出版物 및 公式意見등에 있어서 赤十字의 政治的中立에 疑心을 품게 
하는 政治的意見이 나 判斷 또는 其他의 聲明을 包含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을 要請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16號）

5. 公共機關 및 民間團體와 各國赤十字社와의 關係

「제네바」協約署名國은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租稅 收入印紙料 郵便電 
信料金 關稅등을 免除받을 수 있는 特典과 權利를 附與하기 위한 立法措 
置를 取하기를 要望한다 （第9次 赤十字國際會議「워싱톤」1912年 決議事 
項第4號）.

理事會는,

國際赤十字의 諸原則에 따라서 앞으로 各國政府는 國際的인 赤十字의 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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絡을 위하여 오직 하나의 赤十字社를 承認해야 할 것을 勸吿한다. 標章使 
用은 ユ 赤十字社에 局限되어야 하며 또한 그의 保護下에 活動하는 奉仕 
救護團體에만 認定되어 야 한다. 各國赤十字社가 다른 民間團體와의 協力 
을 願할 때에는 赤十字活動의 自由는 모든 狀況에서 保護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ー國의 赤十字社는 赤十字原則에 規定된 任務遂行을 위 해서만 다 
른 團體와 行動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 
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7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聯合總會에서 1946年 11月 19日에「會員國은 合法的으로 認可된 篤 
志的 赤十字社, 赤新月 社의 設立과 協力을 獎勵하고 促進해 야 한다」또「그 
各社들로 하여금 그들의 人道的事業을 實施케 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 있 
어서나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와 赤新月社의 接觸을 維持確保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라고 決議된 것에 비추어서 만약 各國政 
府가 人道的인 諸協約에 規定되어 있는 것처럼 武力衝突時에 各國赤十字 
社와 國際赤十字機構에 特히 다음과 같은 여러 便宜를 關係國赤十字社와 
의 完全한 同意下에 提供한다면 特히 流行病이 蔓延할 때나 自然災害發生 
時에 이 人道的인 事業을 實施하기가 매우 容易할 것으로 생각된다.

a) 公務에 從事하는 赤十字人에게 旅行의 特別한 便宜와 迅速한 査證 
發給

b) 赤十字通信物傳達에 대한 特別한 便宜
c) ー國에서 他國으로 보내야 할 赤十字事業資金의 迅速한 送金에 관한 

特別便宜
d) 赤十字의 醫療品이나 그 外의 救護物資가 迅速히 罹災民에게 傳達될 

수 있도륵 하는 特別便宜
e) 赤十字救護物資에 대한 關稅免除의 特別便宜
各國政府에 대하여 前記의 便宜提供에 관한 自國 赤十字社나 赤十字國 

際機構들로부터의 要求에 대하여 共鳴的인 考慮를 해 주도록 要請할 것을 
決議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0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ー國의 赤十字社가 國際赤十字의 一員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自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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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考慮하여
各國政府는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陽社의 設立과 協力을 支

. 援함과 同時에 그 獨立的奉仕性格을 尊重하도록 勸吿한 1946年 11月 190
•し 의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55號 (1)에 비추어서 各國政府가 

自國 赤十字社의 任務遂行을 위하여 이들에게 許可해 주도록 要求한 특별 
便宜를 列擧한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40號를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가 그 獨立性을 享有하면서 自國政府와 平時나 戰時에 正 
常的인 協力關係를 維持하고 各國政府가 赤十字社에 委託하며 赤十字社로 
서도 受諾할 수 있는 特殊任務를 決定하기 위한 特別協定을 締結하도록 
勸吿하고

平時나 戰時를 莫論하고 赤十字의 人道的 事業遂行을 容易하게 하기 위 
하여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40號에서 言及된 特別便宜를 各 
國政府로부터 받을 目的으로 여기에 各國政府에 대한 從來의 要請을 되풀 
이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2號).

6. 各國赤十字社 相互間 및 各國赤十字社와 

國際赤十字機構와의 關係

1) 어느 赤十字社를 莫論하고 .該當國赤十字本社와 自國의 赤十字本社 
와의 承諾없이는 外國에 支部 代表委員會 또는 機關을 設置할 수 없 
으며 外國에서 活動도 할 수가 없다. 特히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을 
使用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本社는 外國支部가 오로지 自國 

民들을 위하여 活動하고 있는 것이 明白할 때에 限하여 이러한 종류 
의 同意를 하도록 要求된다. 合意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本社는 國際 
赤十字의 最高機關에 提訴할 수가 있다.

外國駐在赤十字社支部는 所在國의 赤十字社와 同一하게 그들이 活 
動하고 있는 나라의 法律과 行政措置를 尊重하여야 하며 언제 나 所在

・ 國赤十字社와 協力關係를 維持하면서 活動하여야 할 것은 自明한 일

이다.
赤十字社나 赤新月 社가 存在하지 아니하는 國家에 外國赤十字社의 

支部를 設置하기를 希望할 때에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事前同意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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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일단 設置된 이러한 支部들은 赤十字의 깊은 關
心속에서 그들의 垂範과 影響에 따라서 早速히 그 나라에 赤十字社를 

創設하는 데 努力하도록 勸吿한다.
2） 이러한 種類의 事業은 오르지 人道的이여야 하며 또 •

3） 外國赤十字社에 의해서 承認되고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赤十字使節團의 派遣이나 外國領域에서의 支部設置는 責任者의 姓名과 

더블어 國際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하고 國際委員會는 이같은 使節團이나 
支部活動에 대한 報吿를 계속받아야 한다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제네바」 
1921年決議事項第11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 및 第2次 汎美赤十字會 
議 등의 勸吿에서 各國赤十字社間의 代表者交換을 獎勵하며 또 그 調整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음을 考慮하고,

또 各國赤十字社間에 代表를 派遣하는 것에 관해서 一定한 節次가 없는 
것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은 節次가 採擇되도록 決定한다. 즉,
他國赤十字社에 代表를 派遣하거나 指名코자 하는 赤十字社는 代表團의 

使命과 그 使命完遂에 必要한 推定期間 등에 대해서 미리 ;書面으로 通知 
하도록 한다. 上記 代表團派遣은 被派遣社의 本社에 대해서만 行해진다. 
被派遣社의 承認을 얻어 代表를 派遣하는 赤十字社는 派遣代表의 姓名과 
그 任務達成에 필요한 推定期間등을 記載하여 赤十字社聯盟에 通吿하여 야 
한다. 赤十字社聯盟은 이러한 派遣代表者에 關한 登錄文書를 全部 保管하 
여 야 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4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時에 있어서의 各國赤十字社代表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駐在하거나 
또는 赤十字國際委員會代表部가 各國赤十字社에 駐在하는데 관하여 赤十 
字國際委員會가 表明한 意見을 確認하고 ，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이러한 代表部의 設立과 더 
불어 可能한 限 그리고 必要할 때에는 자주 特別使節團을 派遣하도록 强 
力히 勸吿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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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들 派遣된 代表團을 支援하여 
주고 그 人道的事業遂行에 必要한 모든 便宜를 제공하도록 關係國政府에 

促求할 것 을 勸吿함과 同時에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代表는어떠한 外交代表나 또는 領 

事代表에 屬해서는 안될 것이며 赤十字國奈委員會나 各國赤十字社에 關係 
되는 職務만을 遂行하고 赤十字精神에 違背되는 어떠한 活動도 하지 말도 
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5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一定한 나라에서 活動을 할 경우에는 特히 戰時나 
占領時에 事情이 不可能하거나 適當치 못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나라 
赤十字社의 仲介를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赤十字國際委 
員會도 同一한 意見을 갖고 있음으로

어떠한 事件에 관해서도 적어도 上記 國內에서의 活動에 관한 것이라면 
政府나 기타 機關과의 交涉을 包含하여 이것을 當該國赤十字社에 通吿하 
여 야 한다는 意思를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0號）.

理事會는,

技術 및 財政援助에 관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2號 및 
第33號와 使節團 및 訪問硏修의 經費支出에 관한 第25次 理事會의 決議事 
頃 第17號를 想起하며,

특히 最近에 創設된 姉妹赤十字社의 要望이 增大해 가고 있음을 認識하고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赤十字의 世界的인 人類紐帶 및 

國際協力의 諸原則과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要求에 留意하여 各國赤十字 
社가 赤十字의 諸理想을 實踐하고 實現시키기 위한 努力에 대해서 効果的 
인 援助를 提供하도록 勸吿하며

國際聯合 國際聯合專門機關 또는 其他 團體와의 協力이 있을 경우에는 
赤十字의 全一性과 獨立性이 保障되 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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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赤十字國際關係

1 .- 般

理事會는 各種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인 國際機構와 聯盟事務局이 나 聯 
盟顧問간에 이루어진 關係를 認定하며 赤十字의 本質的인 目的이 나 基本 
的인 諸原則을 實現하는 데 이바지하는 限 이 協力關係를 積極的으로 繼 
續하도록 勸吿한다 (第1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28年 決議事項 
第10號第4項).

理事會는,

總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特別하고도 獨特한 關心事에 관해 國際聯合 
機關加入國의 注意를 換起시키도록 勸吿할 것을 決議한다.

(1) 加人國은 合法的으로 認可된 篤志的인 赤十字社 및 赤新月 社의 設 
置와 協力을 獎勵하고 助長할 것.

(2) 各國赤十字社와 赤新月社의 獨立的이고 奉仕的인 性格을 어떠한 狀 
況下에서도 尊重할 것이며 이러한 赤十字社들은 自國政府에 의해서 
承認되고「제 네바」協約과「헤그」協約의 原則에 따라 또는 赤十字의 
人道的 인 精神으로서 活動할 것.

(3) 人道的事業遂行을 確固히 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와 赤 
新月 社 相互間에는 어떤 狀況下에서도 接觸을 維持하는 데 필요한 措 
置가 講求되도록 할 것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 

年決議事項第1號).

理事會는, ■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이 諮問目的으로서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 
SCO)에 의해서 設置된 非政府機構인 臨時國際評議會의 審議에 參加하여 
달라는 招請을 受諾하도록 承認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 
름」1948年 決議事項 第4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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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赤十字를 構成하는 諸機構의 非政治的性格을 考慮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및 各國赤十字社는 政府間諸機關과의 政 

府的 또는 非政府的關係를 調整함에 있어 最大限度로 愼重을 期할 것을 勸 
吿하여 全世界에 걸친 私的淵源으로부터의 寄附金品募集을 위한 各國政府 
의 呼訴發表가 篤志的團體들의 募金呼訴 機會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先例를 만든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行動에는 매우 緊急할 때에만 依存 
하여 야 한다는 意見을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8號）.

執行委員會는,

國際聯合과 聯盟間에 이미 많은 分野에서 密接한 協力關係가 存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聯盟과 國際聯合諸機關間에 持續되는 協力關係에 관하여 赤十字機構가 
먼저 취한 決定을 알고

한편 赤十字의 獨特한 地位를 간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그外의 여러 機 
構와 協力하여 赤十字活動의 自由와 그 世界性을 發展시키는 것이 必要함 
을 알며 國際聯合 또는 國際聯合專門機關의 保護下에 組織된 相當數이고 
多樣한 國際的인「캠페인」이 展開中이거나 或은 計劃단계에 있음을 알ロ 
또한 數個國赤十字社가 이미 이러한「캠페인」에 대하여 支持를 보내고 있 
음을 알며,

非政府機構의 協力 특히 聯盟의 協力이 要求되어 왔다는 事實에 注目하며 
이러한「캠페인」의 理想을 위해 할 수 있는 赤十字의 最善의 方法은 聯 

盟의 事業計割範圍內에서 努力하여 새로운 赤十字社의 發展을 促進하며 
특히 發展途上國의 災害枚護 保健 社會福祉事業 靑年活動 등을 組織하는 
데 있음을 宣言하고 이러한 事業들을 計劃하고 實施할 때에는 赤十字의 
完全한 獨立性을 간직하면서 다른 利害關係가 있는 組織이나 機關과 協議 
하며 情報를 交換하는 데 滿足의 뜻을 表明하며

事務總長은 이러한「캠페인」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態度를 各國의 實 
情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各國赤十字社의 獨立性과 完全한 自 由를 强 
調하면서 本執行委員會 會議上에 取해진 一般的인 勸吿와 聯盟의 積極的 
인 姿勢를 모든 赤十字社에 通報하도록 要請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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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總長은 國際聯合事務總長과 關心을 갖고 있는 專門機關에게 執行委 
員會의 態度를 通報할 것과 이「캠페 인」의 範圍內에서 聯盟 活動에 관하 
여 그들과 계속하여 討議할 權限을 附與한다 （第84次 赤十字社聯盟執行 
委員會「제네바」1964年 決議事項 第31號, 第28次 赤十字聯盟理事會 承認 
「비엔나」1965年）.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聯盟事務局과 國際聯合 國際聯合專門機關 및 其他 非政府的國際機構와 
의 効果的인 協力으로 생겨난 有益한 結果에 비추어 특히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는 國內赤十字社와 政府機關, 保健機關, 敎育機關 및 福祉機關間의 
圓滑한 協同關係의 價値性과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러 한 協同關係는 國家的 또는 國際的인 水準에 서 促進하고 擴大되어 
야 할 必要性을 强調하며

各國赤十字社는 1965年「비엔나」聯盟理事會에서 承認된 開發計劃에 관 
한 方法을 促進함으로서 自國內의 人道的分野에서 遂行할 수 있는 役割에 
대한 自國政府의 注意를 喚起시키고

各國赤十字社가 發展途上地域에서의 특별한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政府的 또는 기타의 非政府的奉仕機構와의 協力下에 靑年 및 成人을 위한 
保健敎育 및 福祉에 관한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또는 擴大하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665年 決議事項 第35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社會的, 經濟的 發展에 있어서 地域社會構成員의 參加를 增大시킬 必要 
性을 認定하고 또 이 發展에는 政府的 또는 非政府的 事業計劃의 緊密한 
協力이 要求된다는 것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 赤新月 社, 赤獅子太揚社는 國民의 모든 階層으로부터 奉 
仕員을 募集할 수 있는 位置에 있으며 奉仕員은 地域社會의 理解에 寄與 
하고 開發을 위한 努力의 參加를 助張할 수 있음을 認定하며

奉仕員에게 課해지는 任務의 複雜性과 多樣性을 考慮하여 奉仕員이 더 
한충 효과的으로 奉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訓練 不斷한 敎育과 監督의 
必要性올 強調하고 이것은 職業的專門家의 理解와 積極的인 支持로서 비 
로소 完成될 수 있음을 確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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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盟事務局과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靑年 및 成人赤十字奉仕員의 奉仕 
를 社會經濟的 發展의 助長을 目的으로 하는 地域社會事業計劃內에 編成 
하는 方途를 硏究하고 奉仕員의 訓練 有能性 測定 監督 및 이러한 事業計 
劃에 職業的專門家를 包含시키는 問題에 特別한 注意를 기울일 것을 勸吿 
한다（「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8號）.

執行委員會는,

1945年 6月 26 日 에 採擇된 國際聯合憲章이 赤十字社聯盟과 같이 組織 
追求하는 것을 目的價値로 認定하고 있는 것을 欣快한 마음으로 想起하며

또한 國際聯合總會가 1946年 11月 19日에. 採擇한 決議事項에서 加入國 
이 各國赤十字社를 援助하도록 獎勵하고「어떤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赤 
十字社의 自主性과 奉仕性을 尊重하도록」要請하고 있음을 想起하며

其後 國際聯合 및 그 專門機關과 赤十字社聯盟의 兩者間에 結合해서 發 
展시켜 오고 있는 協力關係를 欣快하게 여기며 이 協力이 많은 分野 특히 
保健社會福祉 難民과 災害罹災民의 救護 敎育 靑年 奉仕員등과 또 他面에 
서는 人權 옹호 平和維持의 各分野에서 顯著하게 나타났음을 滿足한 마 
음으로 確認하며 이 協力은 赤十字社聯盟이 1969年 5月 16 日 에 國際聯合 

經濟社會理事會의 第一級諮問機關이 되는 地位에 昇格함으로서 確認되고 
있음을 欣快이 생 각하며 聯盟의 特殊性格과 赤十字基本原則의 承認이 協 
力의 基盤을 이루고 있음을 強調하고

國際聯合 25週年에 즈음하여 困難하고도 悲慘한 狀況下에서 이룩한 國 
際聯合의 業績에 祝意를 보내며 그 將來活動에 대하여 熱意있는 祈願을 

드리고
이 協力이 두 機關의 共同目的 특히 社會福祉 人權 및 永續的平和樹立 

을 達成하기 위해서 繼續되고 强化듸도록 期待한다 （第88次 赤十字社聯盟 
執行委員會「제 네 바」1970年 決議事項 第 3號）.

2. 救護分野에 있어서의 國際開係

第io次 赤十字國際會議는,

--------- 略—
赤十字의 여러 機關이 苦痛에 呻吟하는 人類를 위해 그리고 一切의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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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또는 國家的인 考慮를 超越하여 遂行한 活動에 대하여 國際聯盟이 支 
援을 해 주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제네바」1921年 決議事項 第9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苦難의 救濟를 위하여 各國政府나 國際的인 團體와 協 
力하고자 하는 希望을 모든 機會에 表明하여 왔으며 緊急時에는 언제 나 公 
的機關의 救護事業을 補强하고 援助를 提供하면서도 各社의 同一性을 固 
守하고 또한 餘他의 公的 非公式的團體와의 共同行動으로 因하여 各社의 
絕對的公平의 特權的地位를 위 태롭게 하는 일을 피하도록 勸吿하고

赤十字名儀로 行해지는 呼訴는 오로지 赤十字事業에 關聯되는 目的에 限 
定되어야 할 것이며 他團體와 合同하여 하는 것은 이 原則에 違背되는 것 
이며 이런 境遇에는 赤十字의 威信을 失墜시키고 全體的地位의 弱化를 招 
來하게 된다는 것을 決議하고

또한 ー國의 赤十字社는 어떤 경우에도「제네바」協約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使用을 他團體와 共同으로 使用할 수 없 
음을 決議하고

더 나아가서 各國赤十字社와 各國政府 或은 國內的 國際的救護團體와의 
協力은 赤十字의 名稱과 標章이「제네바」協約에 따라 使用할 수 있는 경 
우에 만 許容되 어 야 한다고 決議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1號）.

理事會는,

聯盟이 國內的 또는 國際的인 自然災害 및 武力衝突時에 國際聯合의 諸 
機關과 提携하여 遂行해야 할 任務가 增大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赤十字社聯盟이 그 맡은바 任務遂行을 할 수 있도록 國際聯合經濟社會 
理事會의 援助를 求하기 로 決定한다 （第26次［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 
1961年決議事項第10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0次 國聯總會에서 國聯事務總長이 提出한 自然災害時 援助에 관한 ■

報吿와 國際經濟社會理事會 第39次 會議에서 이 問題에 관하여 採擇된 決 
議事項에 注目하여

國際聯合이 이 問題에 관한 關心과 自然災害로 因한 苦難을 輕減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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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非政府組織과 특히 赤十字와의 協力을 願하는 國聯의 要望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며

國際聯合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機構의 支援이나 相互援 
助活動을 가일층 推進하고자 하는 赤十字의 意志를 約束하며

災害救護計劃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災害로 因한 罹災民의 救護를 위해 
서 國家的次元에 서 의 救護活動運營의 集中化 및 政府와 各國赤十字社와其 
他 諸機關에 의한 活動을 調整할 必要性을 强調하고

政府와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目的에 대한 必要한 措置를 緊急히 
講究하도록 要請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國聯 또는 國聯專門機關과 國際救護活動分野에 관 
한 接觸을 維持하고 특히 必要한 技術者를 派遣하고 姉妹赤十字社의 經驗 
을 傳達敎示하여 要員의 訓練이나 準備에 이바지함으로써 救護活動을 위 
한 組織과 準備에 있어 各國赤十字社를 激勵하고 援助하기를 繼續하도록 
要請한다（「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7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이 나 災害發生時에 赤十字의 迅速한 介入의 必要性은 各國赤十 
字社나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으로 하여금 電話, 電信이나「텔렉 
스」使用 依存度를 增大시키고 있음을 認定하고

이러한 通信費用이 充分하지 못한 赤十字組織의 武力衝突이나 災害罹災 
民救護用資金을 減少시키고 있음올 遺憾으로 여기며

各國赤十字社나 赤十字國際機關의 電氣通信은 緊急事態時에는 優先的으 
로 取扱되어야 하고 可能한 限 最低價여어야 한다고 생 각하며

國際委員會나 聯盟事務局은 특히 國際電氣通信聯合 （ITU）과 交涉하여 本 
件에 관한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請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內 公私電氣通信機關과 더불어 이러한 諸便 
宜의 提供에 대하여 硏究하기를 願하여

各國政府에 대하여 緊急事態發生時 赤十字의 電氣通信料金을 割引 또는 
減免시키는 方法을 硏究하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6 

號）.

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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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員이 災害救護活動에 參加할 必要性을 認定하고
災害救護活動에 當해서는 그들의 文化的 社會的環境과 相異한 環境에서 

活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考慮하고 더욱 모든 國家에서 看護員들은 
항상 文化와 信仰이 다른 사람들을 看護해 야 하는 일이 점차로 늘어 가고 
있음을 認定하고

모든 나라에서 看護員의 基礎敎育이나 高等敎育內容에 社會科學을 包含 

시킬 것을 勸吿하며
上記 勸吿를 國際看護協會(LC.N)에 傳達하고 同協會가 이것을 各國看 

護協會에 回附하도록 하는 要望을 提議한다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헤그」1967年 決議事項 第18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每年 數많은 自然災害發生으로 因하여 人命과 資產을 消失하고 큰 苦痛 
을 惹起시키고 있음을 堪案하여

災害時의 相互援助는 友好와 紐帶의 基盤을 强化시키는 것임을 생 각하여
國際的相互救護活動은 赤十字가 國內的 또는 國際規模로서 展開하는 重 

要한 形態임을 생 각하고 迅速한 援助는 災害發生으로 因한 苦痛을 輕減해 
주는 것임을 堪案하여

自然災害時의 援助에 관하여 1968年 12月 19 H 國際聯合總會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2435號를 想起하며

救護物資의 輸送時에 無料 또는 割引의 惠澤을 提供한 國際航空運送協 
會 (IATA) 및 여러 航空會社에 感謝하며

여러 航空會社에 대해서 輸送하는 救護物資를 偏見없는 條件下에 輸送 
하고 특히 그 輸送費를 割引하도록 要請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3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政府에 대하여 自然災害에 대한 國家的인 準備를 要請한 1968年 12 
月 19日의 國際聯合總會 決議事項 第2435號에 注目하고

한 나라에서 災害가 發生했을 때에는 迅速한 措置를 講究해야 할 必要 
性을 認識하고

이 會議에서 採擇된 災害救護規則에 立脚한 事前計劃에 따라서 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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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協力해서 即刻的이고도 適當한 措置를 可能하게 하는데 必要한 法制를 
制定하여 이룰 採擇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各國政府에 대하여 如斯한 方 
向으로 推進하도록 要請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5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災害時에 救護援助를 動員하고 管理하고 調整할 目的으로 國際聯合總會 
의 決議事項 第2816號（XXVI）에 따라서 設置된 國聯災害救護調整官事務局 
（UNDR。）의 活動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注目하며

災害救護 및 災害救護對策에 있어서의 政府機關이나 非政府機構 특히 赤 
十字社聯盟과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役割을 承認하고

이들의 活動準備와 調整에 대해서 國際聯合災害救護調整官事務局의 活 
發한 參與를 承諾하며

1969年「이스탄불」에서 開催한 第21次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해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25號를 想起하고

國際聯合災害救護調整官事務局과 특히 赤十字社聯盟間에 이미 存在하고 
있는 좋은 協力關係에 대하여 滿足한 마음으로 注目하고

赤十字社聯盟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分野에 있 
어서의 協力과 調整올 實現시키기 위해서 國際災害救護官事務局과의 連繫 
를 維持하고 더 욱 强化하도록 要請한다 （「터 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 7 號）.

3. 保建衛生 分野에 있어서의 國際關係

理事會는,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國際聯合內 世界保健機構 （WHO）와의 接觸을 確立 
하고 維持하도록 要請하며 아울러 各國赤十字社의 保健事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WHO의 諸決議事項을 各國赤十字社에 通知해 주고 또는 WHO에 
의해서 準備된 모든 技術的硏究를 各國赤十字社에 通知해 주도록 要請한 
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48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

赤十字社聯盟衛生諮問委員會의 報吿를 採擇하고
世界保健機構 （WHO）執行理事會가 聯盟과 協力하고자 하는 親切한 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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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謝意를 表하며
聯盟이 이 協力의 細部事項에 관하여 世界保健機構가 提示하는 어떠한 

提案도 欣快하게 採擇하도록 考慮할 수 있음을 公表한다 (「스톡홀름」1948 
年決議事項第45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과 世界保健機構 그리 고 其他의 政府的 또는 非政府 
的國際機構와의 實務上의 關係가 最近 數年間에 크게 發展한데 대해서 滿 
足의 뜻으로 考慮하며

活動調整을 可能하게하고 有用한 資源을 最善의 方法으로 利用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連繫이 重要함을 認定하며,

이점에 관하여 1946年 聯盟理事會 및 1948年의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 
에서 採擇된 各決議條項을 想起하고

國際的 및 地域的인 兩面에서 聯盟과 이들 機關사이에 存在하는 連繫을 
더 욱 發展시 키 도록 勸吿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a) 專門的 또는 補助的要員 및 器材에 의한 赤十字의 資源을 可能한 한 
最善의 方法으로 活用하는 것을 確實하게 하고 또 關係地域에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醫療社會事業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種類의 
赤十字奉仕員이 可能한 한 廣範圍하게 參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 
들 機關의 地域的, 國內的事務局과의 關係를 發展시킬 것.

b) 國家的次元에서 보다 密接한 協力을 確保하고 그럼으로써 諸活動計 
劃을 調整시 킬 수 있도록 權限있는 政府當局과 接觸을 維持할 것 (「뉴 
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3號).

理事會는,

第80次 執行委員會 決議事項 第18號에 立脚하여 醫療社會事業部가 作成 
한 赤十字社聯盟과 世界保健機構(WHO)와의 關係에 관한 報吿를 檢討하고

이 報吿의 諸要素를 考慮하고 또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 
23號에 관하여 兩 機關間에 存在하는 協力關係와 赤十字奉仕員의 協力이 
效果的이라고 實證된 領域 特히 豫防醫學面에서 더욱 큰 協力이 可能하게 
된데 대하여 滿足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에 이 報吿를 配付하여 各社가 이러한 共同助力을 더욱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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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시키는데 效果的인 方法으로 할 수 있도록 決定하며,
ー世界保健機構의 專門家가 聯盟 醫療社會機關의 技術會合에 參加하고 또 

聯盟代表者가 赤十字에 關係있는 世界保健機構會合에 出席한다는 것은 특 
히 建設的이라고 思慮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聯盟을 代表하여 世界保健機構會合에 出席할 경 
우에는 그 資格面으로나 經驗으로 봐서 赤十字의 事業이나 可能性을 明白 
히 하며 現場에 있어서 兩 機關의 協力關係를 效果的으로 考慮할 수 있는 
適合한 代表者를 任命하도록 注意를 喚起하며

保健社會部는 聯盟이 世界保健機構로 부터 通報받은 技術的援助에 관한 
諸計劃案을 各國赤十字社에 周知시키도록 指示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15號）.

理事會는,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條項 第22號 및 第33號와 第80次 執行委 
員會 決議事項 第4號를 尊重하여

聯盟의 仲介를 통한 各國赤十字社間의 援助可能性과 聯盟의 장학금制度 
및 硏修訪問制度를 考慮하고

赤十字 醫療社會活動의 發展을 助長하기 위해서 이러한 技術援助를 增 
加시킬 必要에 대하여 注意를 환기하고

이 目的을 위해서 醫療社會活動에 經驗이 있는 赤十字로 하여금 發展過 
程에 있는 어느 姉妹社가 計劃하고 있는 同一種類의 活動에 關心을 갖이 
도록 하는 것을 目標로 後援社制度를 장려하도록 勸吿하고

醫療社會活動을 創始 또는 擴大하기를 希望하는 赤十字社의 要望에 應 
하여 醫療社會活動에 經驗이 있는 所定의 專門家 特히 可能하면 專門班을 
構成하여 姉妹社가 供與하는 指導的計劃의 可能性을 硏究하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政府 또는 國際聯合專門機關의 仲介에 의해서 
要求에 따라 提供되는 獎學金制度나 硏修訪問의 可能性을 輕視하지 말도 
록 勸吿하며 이에 관한 諸措置를 聯盟에 報吿하도록 要請한다 （第26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19號）.

代表者會議는,

第25次 理事會의 決議條項 第14號 및 第26次 理事會의 決議條項 第19號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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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히 時急한 問題로서 一般的인 敎育올 要하는 輸血分野에서 赤十字가 
그 一翼을 담당하도록 要望되고 '있음을 確認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定期的 獻血者의 募集을 위 하여 活潑하게 活動 ・

하여 國內에 있어서의 輸血의 普及을 助長시키기 위하여 當局에게 可能한 
한 援助를 提供함으로써 大衆敎育을 계속하도록 勸하고

聯盟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에 提供한 援助와 經驗이 日淺한 赤十字社 

들을 위해서 各社에서 提供한 努力을 調整해 준데 대하여 感謝하며 聯盟 
이 各社 相互間의 經驗交換（例로서 會合이나「세미나」를 開催하는 것）이나 
技術的援助 （後援 專門家派遣 器材의 寄贈이나 貸與）의 增進을 계속하도륵 
希望하며

聯盟이 民事行政當局이나 一般에 대한 全般的인 協力活動을 效果的으로 
增大시키기 위해서 輸血에 關係가 있는 大規模的인 國際機構（WHO, 國際 
輸血學會歐洲評議會）와 協力해서 處理하도록 激勵한다 （百週年會議「제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14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과「WHO」間의 協力이 쌍방에 有益하다고 證明되 었음을 認 
識하고

第19次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3號와 第26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第15號를 想起하고

聯盟에 대하여 斯後 그 事業計劃을 立案하는데 있어서 특히 普遍的인 敎 
育을 위한 世界的인 運動에 관해서 世界保健機構와 國際聯合兒童基金 （UN 
ICEF）, 國聯敎育科學文化機關 （UNESCO）과 같은 國際專門機關의 計劃과 

統合調整을 계속하도록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8號）.⑵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이 어떤 種類이거나 赤十字國際委員會 또는 中立國赤十字社의
醫療援助를 必要로 할 수 있음을 考慮하며 ■

이러한 경우에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衝突當事者가 아닌 國家에서 保健要
員募集을 要請받을 경우를 考慮하고

自然災害羅災民救護에 있어서노 聯盟이나 各國赤十字社의 仲介에 의해

12）第4章第1節第21次國際會議決議事項31號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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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保健要員의 參與를 要求할 수 있을 것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는 各各 自國內에서 公私諸機關과 協力하여 赤十字國際委 

員會나 聯盟으로부터 要請이 있을 때에는 提供할 수 있으며 또한 1949年 
의 第 1「제네바」協約 第27條에 立脚해서 有用하게 되는 保健要員의 豫備 
人員을 編成하도록 勸吿하고

「제네바」諸協約締結國政府에 대하여 自國內赤十字社의 努力에 관하여 支 
援하고 이러한 豫備人員이 될 要員募集 또는 養成을 장려하도록 勸吿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聯盟에 대해서 世界保健機構(WHO)의 援助를 얻 
어서 이 計劃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硏究 및 如斯한 班을 形成하는 要員의 
地位를 規定하는 規則을 起草하는데 必要한 硏究를 하기 위한 適切한 措 
置를 取하도록 勸吿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31號).

4. 靑年分野에서의 國際關係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 특히 그 靑少年赤十字部에서 國際靑年諸團體 또는 
靑年問題에 關心을 갖고 있는 여러 團體와의 關係에 대하여 現在까지 취 
해 온 政策을 承認하고,

赤十字社聯盟이 下記 諸目的을 위해서 政府的 或은 非政府的 모든 團體 
와 接觸을 維持 發展시킬 것을 勸吿한다.

a) 1948年 赤十字社聯盟理事會에서 採擇한 基本原則 第 4에서 規定한 人 
道的諸原則을 普及시킬 것.

b) 赤十字 및 靑少年赤十字의 事業올 더욱 널리 各界에 알릴 것
또한 完全히 技術的이며 非政治的性格의 國際靑年諸團體間에 언제나 實 

務的인 協力關係를 樹立하고 發展시킬 것을 勸吿하고
赤十字社聯盟에 대 하여 해 마다 國聯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가 共同 

으로 召集하는 會議에서 各種 國際靑年團體와 正常的인 接觸을 維持하고 
經驗을 交換하도록 勸吿하고

赤十字社聯盟 靑少年部에 대하여 國際靑年諸團體와 靑年問題에 關心을 
갖고 있는 諸團體間에 있어서 이들 團體들의 發展과 業績을 各國靑少年赤 
十字部門에 알려 주기 위 한 目 的으로 出版物의 交換을 계속하도록 勸吿하고

各國靑少年赤十字部門이 基本原則을 遵守하는 한 例컨대 다른 靑年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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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救急法이 나 家庭看護法講習을 實施하는 등의 實際的인 基盤위 에 서 他 
團體와 協力할 것을 勸吿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41號）.

理事會는,

敎育者의 任務가 重要함을 認識하며 靑少年赤十字의 理想과 實際活動의 
敎育的價値를 認定하고

事務總長에 대해서 靑少年赤十字가 學校에서 더욱 緊密한 ー體化體制를 
갖도록 聯盟과 活動團體를 設立할 目的으로 世界敎育者組織聯合, 敎員組 
合世界聯合 및 國際敎育局과 절충할 것을 委任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프라그」1961 年 決議事項 第22號）.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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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財 政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의 報吿를 諒知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의 活動과 聯盟의 實際的인 事業이 매우 價値있음을 再 

確認하고
1928年「헤그」에서 採擇된 規約에 있듯이 國際赤十字의 組織이 各國 

赤十字社全體를 위한 發展을 支持해 온 協力關係가 이 兩國際機構間에 樹 
立된 것을 考慮하고

赤十字事業이 擴大된 結果로서 各國赤十字社가 自國內에서 承認된 責務 
의 增大는 各國赤十字社로 하여금 國際的活動에 있어서 物心兩面의 參與 
를 相對的으로 增大시키는 結果를 發生케하고 있음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 
이 勸吿한다.

各國赤十字社는 財政이 許諾하는 한 그 事業範圍內에서 活動의 繼續的 
인 發展을 위해서 國際機構에 대한 財政的 援助를 提供하도록 努力할 것.

各國赤十字社는「제네바」諸協約 및 國際聯盟規約 第25條에 따라서 必要 
할 경 우에 는 赤十字의 國際事業에 대한 各國의 適切한 援助를 確保하기 위 
하여 自國政府와 交涉하도록 할 것.

이를 위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聯盟理事會는 특히 諸國際會議에 의 
해서 表明한 委任 및 勸吿의 實踐에 관하여 그들의 權限이 나 또는 豫算規 
定에 따라서 採擇된 財政計劃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에 徹底히 周知시키 
도록 할 것 （「브럿셀」1930年 決議事項 第27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每年 第 1.4半期中에 分擔金額을 通知받고 이를 納付하 
는 것이 絕對的으로 不可欠한 것임을 再確認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16號）.⑶

13）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1969年「이스탄불」決議條項 第16號.
參考「理事會는 1946年 理事會에서 採擇하고 國際赤十字便覽에 실 있는 決議事項 第16號 

를 再確認하고 各國赤十字社에 해서 聯盟의 一般豫算에 한 年次分擔金을 該當年 
度의 第 し4分期中에 淸算하도  要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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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常置財政委員會의 提議를 承認하고, 聯盟에 의하여 實施될 特別事業이 
通常豫算으로는 그 財政을 確保할 수 없을 경우에 各國赤十字社는 이러한 
特別事業에 充當할 臨時支出金의 準備을 計劃하도록 勸吿한다. (第19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21號).

理事會는,

1948年의 執行委員會가 採擇한 分擔金比率은 常置財政委員會가 訴訟分 
科委員會의 勸吿에 따라 必要性을 認定한 바와 같이 豫算額에 完全히 包 
含하도록 修正하여 向後 2年間 維持되어야 할 것임을 決定하고 또 聯盟 
事務局이 最終的인 分擔金比率을 作成할 目的으로 各社로부터 그들의 財 
源에 관한 追加情報를 얻도록 努力할 것을 決定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2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正規的인 財政支援을 마련하기 .위하여 採擇할 
方法을 決定할 目的으로 數名의 財政專門家로 構成되는,委員會를 指 
名할 것을 決議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 委員會와 交涉하고, 그 方針을 決定하는 데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며 上記委員會는 本國際會議의 終了와 同時에 그 
任務에 着手, 第18次 國際會議까지 그 任務를 遂行할 것을 勸吿하며, 
또 上記委員會는 財政問題에 關하여 委員會의 請決議事項에서 要求하 
는 赤十字國際委員會 定款의 修正을 提案하도록 勸吿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서 이러한 効果的인 財政的 措置를 취하여야 할 
必要가 있음에 비추어 寄附金取得에 관한 各國政府에 대한 如何한 交 
涉도 赤十字國際會議의 常置委員會 議長올 通하여야 하되 上記 目的 
을 위해서는 第18次 國際會議 開催를 기다릴 必要없이, 上記 委員會 
가 各國政府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實施하는 것을 許可한다.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2) 財政委員會의 委員數를 5 名으로 할 것을 決定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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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으로서「벨지움」,「카나다」, 「프랑스」,「노르웨 이」및 美國의 
赤十字社를 指名하며,

이들 各國赤十字社는 可能한 限 速히 그 代表者를 指名하고 欠員이 
있을 경우에는 第18次 國際會議 때까지 그 代表者를 指名하도록 要請 
한다. （「스특흘름」1948年 決議事項 第8號 第 1 項 및 第2項）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은 事前에 特別委員會의 經費를 支出 
하는 데 必要한 資金을 確保하기 위하여 兩 機構의 年次豫算에 上記特別 
委員會의 經費支出項目을 包含시키도록 勸吿하고,

將次 新設 機構나 新設 委員會를 創設하기 위한 提案에는 그에 所要되 
는 費用의 槪算書와 그 經費의 調達計劃案을 添附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 
明하고,

만약 各國赤十字社가 國際的 諸會議 開催中, 또는 其他의 경우에 特別 
委員會의 創設올 決定한다면, 各國赤十字社가 그 經費를 負擔하도록 勸吿 
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0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8號에 따라 設立된 委員會가 그 任 
務를 終結하고 그 報吿를 提出한 것에 의 하면 많은 赤十字社가 國際委員 
會에 定期的, 自發的으로 年次分擔金을 提出함에 비추어, 또 모든 赤十字 
:社에 의한 이러한 支持와 寄附行爲의 繼續이 바람직하고, 正當하며 必要 

함에 비추어서,
또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1949年「제네바」에서 열린 外交會議의 決議事 

項에 따라 赤十字國際會議의 構成員인 各國政府에 呼訴했었고, 各國赤十 
・字社의 이러한 呼訴의 傳達 또는 支持에의 參加는, 各國의 慣習에 따라서 
그 必要性이 各國마다 相異한 것임을 堪案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a）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가 前記 決議에 따라서 設立한 委員會의 報吿 

를 承認하고,
功 各國赤十字社는 國際赤十字의 構成員으로서, 定期的 自發的으로 分 

擔金을 每年 國際委員會에 支拂할 義務를 受諾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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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前記 1949年 外交會議 決議事項 
에 따라서, 各國政府에 대한 財政的인 呼訴에 관해서, 適當하다고 認 
定되는 措置를 繼續하여 取하고,

d）「체코슬로바키 아」, 英國, 印度,「멕 시 코」및 和蘭의 赤十字社로 構成 
되는 새로운 委員을 任命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9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最近 承認된 赤十字社의 發展 특히 醫療社會事業에 관한 活動의 重要性 

에 비추어,
이들 赤十字社가 公衆의 肉體的 •精神的 健康, 衛生敎育, 靑少年活動, 

救護活動 또는 其他 이와 비슷한 諸活動에 關聯하여 그 幹部職員들의 硏 
修를 위하여 他國 赤十字社에 派遣할 수 있도록, 또는 聯盟에서 訪問하는 
專門家들을 맞기 위한 準備를 갖출 수 있도록 이들 新設赤十字社가 財政 
的인 支援을 要請함을 諒解하고,

聯盟 豫算은 이 目的을 위한 充分한 資金을 提供할 수 없음을 認定하므 
로,

聯盟에 대 하여 新設赤十字社가 바야흐로 考慮中인 많은 人道的活動을 實 
施하고 나아가 더욱 發展되기 위하여 緊急하게 必要로 하는 幹部職員들의 
訓練을 위한 財政的인 支援을 할 수 있도록 人道的인 여러 財團中에서 特 
別基金을 獲得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도록 要請하며,

이러한 基金은 다른 各國赤十字社로부터 最大限의 援助를 獲得할 수 있 
는 모든 努力을 다한 後에 또, 그때마다 충분히 檢討된 活動計劃을 包含 
한 特定案이 提出된 後에 비로소 要求되어야 할 것임을 主張한다. （뉴델 
리」1957年 決議事項 第33號）.

理事會는,

많은 各國赤十字社가 平價切下나 外換規制措置로 因하여 定해진 分擔率 
에 따라 寄附함에 있어 困難하게 된 事情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와 그들 政府와의 關係를 보다 緊密하게 하기 위한 目的으 
로 1名 또는 數名의 國際金融에 깊은 經驗을 지 닌 國際問題에 精通한 代 
表를 當該 關係國에 派遣하도록 理事會議長과事務總長에 게 勸吿한다. （第 
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1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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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 財務委員會가 提出한 報吿를 諒知하고,
同委員會委員들에게 感謝하며 그들에게 附與된 任務를 次期國際會議까 

지 延長하도록 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提供되는 財源과, 國際委員會가.「제네바」諸協約의 

範圍內에서 遂行할 活動에 따르는 需要間의 不均衡을 是認하며,
또 赤十字國際委員會가 그 義務를 遂行하는 데 必須的인 財源을 갖춤에 

있어 第 1 次的인 責任은「제네바」諸協約締結國 政府에 있음을 認定하며,
1949年 外交會議가 採擇한 決議中에서 同外交會議에 代表를 派遣한 各 

國政府가 國際委員會에 定期的인 財政支援을 提供할 必要性을 認定한 項 
目을 想起하여,

모든「제네바」諸協約締結國政府에 대하여 國際委員會에 대한 自發的 年 
次寄附金을 그 豫算에 計定할 것을 緊急히 要請한다. 國際委員會의 支出 
은 바야흐로 每年 500萬「스위 스 • 프랑」을 上廻하고 있으며 , 各國政府의 寄 
附金額數는 이에 알맞도록 策定되고ー增額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비엔나」 

ユ965年決議事項第13號）.

理事會는,

常置分擔稅率委員會가 이룩한 課業에 대해서 敬意와 謝意를 表明하며 그 
報吿, 割當事項에 대한 諸決定, 특히 1968年~19기年에 決定된 割當比率 
을 承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 한 割當比率이 가장 正確하고도 適正한 基準에 의 하여 
定해질 것을 確實히 하기 위하여 同委員會가 事務總長 및 財務總長과 協 
力하여 比率決定基準의 檢討를 繼續하도록 勸吿하며,

同委員會가 可能한 限 가장 公平하게 聯盟經費의 分擔을 決定할 수 있 
도록 事務總長이 보다 仔細한 情報를 얻는 데 各國赤十字社와 더불어 加 
一層 努力할 것을 要請한다.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決議事項第5號）.

理事會는,

常置分擔金割當比率委員會가 1970年 以後에 있어서 比率作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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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7）

使用한 다음과 같은 基準을 承認한다.
各國赤十字社의 財源 35%
各國赤十字社의 成人社員數 20%
各國民總生産額一人當 15%
國聯分擔金比率 15%
5年間의 實績 （拂入이 끝난 額數） 15%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 財政委員會의 報吿를 參照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常時準備態勢, 同委員會가 끓임없이 擔當하여야 할 

새롭고도 어려운 活動 및 同委員會가 戰爭이나 國內騷擾로 因한 犧牲者들 
을 위한 救護活動에 있어서의 重大한 任務는, 障碍나 妨害가 있어서는 아 
니되고 人間과 文明의 守護를 위하여 ,극히 重要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要請되거 나 附與된 任務에 대하여 언제나 이에 呼應할 수 있는 効果的이 
고도 近代的인 方法을 갖추는 것이 緊要하다고 생각하며,

財政委員會의 事業에 對하여 感謝하며, （選擧에 관한 原文 2 行 省略）, 
第20次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3號에 따라서, 各國政府 및 赤十字社의 

分擔金은 1966年부터 1969年사이에 현저히 增額되었지만, 不幸히도 國際 
委員會의 全體的인 財政은 아직도 不充分하다고 생각하며,

모든「제네바」諸協約締結國政府에 대하여 國際委員會에 대한 定期財政 

分擔金을 大幅的으로 增額하여, 1970年 分擔金 總額이 1969年 總寄附金額 
의 倍가 되 도록 緊急히 呼訴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努力을 계속하고 赤十字世界의 普遍化와 紐帶를 
더욱 强化하기 위하여 國際委員會에 대한 定期財政援助를 增額하도록 希 
望하며,

아직 이 共通的인 努力에 參加하지 아니 하고 있는 政府나 赤十字社에 대 
하여 1970年以後에는 충분한 寄附를 함으로써, 이 努力에 參加하도록 要 
望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財政委員會의 委員數를 5 名에서 7 名으로 增員하며 
委員長은 또 赤十字運動에 關係없는 國際金融 專門家 3 名을 委員으로 選 
任할 것을 決定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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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의 委員에는 이하 여러 나라의 赤十字社代表 즉,
和蘭（이 社의 代表는 一期동안 다시 委員長으로 活動하도록 同意를 얻 

음）,「체코슬로바키아」,「프랑스」, 「니카라과」, 「파키스탄」, 「폴랜드」, 
「세네 갈」의 代表를 任命한다.

마지막으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그 財政上의 約束履行을 보다 쉽게 하 
기 위하여 分擔金을 每年 第1 • 4半期中에 支拂하도록 緊急히 勸吿한다. 
（「이 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 8號）

理事會는,

常任分擔率委員會에 대하여 小規模의 赤十字社로부터 더욱 減額要請이 
있을 경우에는 同委員會의 見解로서, 그 赤十字社의 財政事情이 減額을 
正當化시킬 수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것을 減額할 수 있는 權限을 附 
與한다.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3 
號严⑸⑹

理事會는,

聯盟의 構成員으로 되기 위하여 申請을 내는 거의 모든 赤十字社가 財 
政上 問題를 안고 있는 점에 留意하며,

어떤 赤十字社가 加入當年과 그 다음 해의 二年間에 걸쳐서 聯盟豫算을 
分擔한다는 것 은 公正치 아니 하다고 생 각하며,

新加入赤十字社가 그 分擔金을 이 ニ年중의 한해를 抛棄하더라도, 豫算 
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지 아니함을 注目하며,

新設赤十字社의 赤十字社聯盟加入規則 （1948年 理事會에서 採擇） 第 4 條 
（e） 를 다음과 같이 改正하도록 採擇한다.

「申請社가 그 加入의 會計年度의 分擔金——이것은 다음 會計年度의 分 
擔金까지도 納付하는 것임——을 支拂하기를 誓約하는 聲明書」（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7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4） 第 1 部（規約 및 規程） W  V 參照.
15）「國際救護活動의 財政」, 第 5 章 第 2 節 第 3 項 （c）, 256面.
16）「開發計劃의 財政」, 第 6 章 第 1節 第4項, 28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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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委員會財政委員會에 의하여 提出된 報吿에 留意하고
國際委員會에 의해서 遂行되고 있고, 또 國際情勢로 봐서 항상 增大ー 

路에 있는 극히 重要한 任務를 想起하여,
모든 赤十字社에 대하여 定期的인 寄附를 통해서 國際委員會의 항구적 

인 活動을 支持하도록 要請하며,
「제네바」諸協約의 締約國政府에 대하여 國際委員會의 正規財政을 더욱 

規則的이고도 充分하게 支持하도록 勸獎하며,
國際委員會 財政委員會의 委員數를 7名에서 9 名으로 增加할 것을 決 

定하고,
委囑更新을 承認한 다음 나라들, 즉「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니 

카라과」,「파키스탄」,「폴란드」및「세네 갈」의 各社를 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하고, 또「콜럼비아」,「도이취」聯邦共和國, 日本의 赤十字社를 委員 
會의 新委員으로 任命하며,

國際委員會財政委員會의 新委員長으로써「파키스탄」赤十字社의「라힘트 
우우라」氏를 選出하고,

委員會가 이룩한 事業에 대해서 同委員會에 感謝하며, 多年간에 걸쳐서 
畑員長의 任務를 맡아온「밴 • 엠덴」氏에게 謝意를 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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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國際人道法

第1節 「제네바」諸協約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諸協約違反에 관하여 받은 抗議의 傳達을 계속하여 
야 할 것으로 생 각하며,

이러한 抗議를 自國政府에 傳達하는 것은 各國赤十字社의 義務임을 强 
調하고,

各國赤十字社는 自國政府로 하여금 이에 대한 完全한 調査를 하게 하고 
그 結果를 遲滯없이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通報케 하도록 全力을 다해 야 할 
것을 勸吿한다. （「스툭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22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平時에 있어서는, 各國赤十字社가 赤十字標章의 保護下에 둘만한 價値 
가 있는 全醫療補助要員에 대하여「제네바」諸協約의 各條項에 관한 敎育 
을 實施하도록 勸吿하며,

緊急時에 있어서는, 各國赤十字社는 이들 要員에 대하여 그들에게 關係 
되는 諸協約의 規定 및 戰時에 있어서 그들에게 適用되는 自國法令의 諸 
規定에 관하여 仔細한 敎育을 強化하도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2號第3項ー 4項）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犧牲者의 保護에 관한 改正 또는 新協約案의 審議를 위하여 開催될 
外交會議에 대 하여 政治的인 理由로 因하여 訴追 또는 抑留 당한 사람들에 
게 人道的인 諸原則을 適用해야 할 重要性에 注意를 喚起하도록 希望하며,

締約國政府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上記 諸原則이 附與하는 保護를 
保證하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2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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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의 活動이 때때로 現行諸協約의 範圍를 벗어나고 있음을 
注意하며,

元來 戰場에 있어서의 軍의 傷病者만을 對象으로 삼았던 赤十字의 博愛 
事業이 民間人과 軍人을 莫論하고 戰爭犧牲者 全體에 대하여 擴大되는 것 
은 正當하다고 考慮하며,

將次 이 러 한 活動範圍의 擴大가 承認되 어 야 하며 가능한 한 確固한 基 
礎 위에서 成立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 이를 實施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 定 
款에 民間人이나 軍人의 區別없이, 또는 國籍, 人種, 宗敎, 意見의 區別 
없이 모든 戰爭儀牲者에 대한 援助에 대하여 規定하도록 要請하며,

戰地에 있는 軍傷病者에 대한 看護와 救護를 베푸는 데 더하여, 民間人 
.戰爭儀牲者 및 捕虜에 대하여도 援助할 수 있도록 하는 各國赤十字社의 
權利를 各國 政府나 諸協約은 事情이 허 락하는 한 認定해 주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25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數個國代表團은「제네바」諸協約과 人道的諸原則이 最近에 違反되고 있 
다는 抗議를 하였고 提訴당한 側은 이들 違反事實을 되풀이하여 否認하고 
있는 然을 考慮하여,

關係各國政府에 대하여 共同의 協定을 基礎로하여 이 抗訴를 調査하도 
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러한 目 的을 위 하여 가능한 한 早速히 그 努 
力을 統合하여, 이를 위한 實際的인 提案을 促進하도록 要請한다. （「토론 
토」1952年 決議事項 第19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의「제네바」4條約에 共通되는 第1條에 따라서, 各國이 어떤 
事情下에서도 上記諸協約을 尊重하고 또 이 諸協約의 尊重을 지켜나갈 것 
을 約束하고 있음을 考慮하여,

「제네바」諸協約이 때와 場所를 不問하고 언제나 충분히 尊重됨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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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공통적인 利益임을 생각하여,
戰爭에 加擔하고 있지 않는 모든 나라의 政府나 赤十字社는 모든 方法 

을 다해서 이들 諸協約의 實質的인 適用을 實現하도록 勸吿하며,
특히 衝突發生地域에 隣接한 國家와 그 國家의 赤十字社는 諸協約의 適 

用과 衝突로 因한 儀牲者에 대한 救護品傳達에 있어 援助하고자 하는 사 
람들의 자기 나라 通過를 容易하게 해 주는 것 이 義務라고 생 각한다. （「토 
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6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儀牲者에 관한 情報는 迅速히 傳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電信 
이 가장 適當한 手段임에 비추어,

各國當局에 의하여 이미 表明된 同情的인 理解를 留意하면서 이 問題에 
대한 國際的 解決의 重要性을 強調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開催될 國際電氣通信聯合（1TU）의 次期會議가 
電氣通信에 관한 規則과 戰爭犧牲者에 관한 電報料金의 金額免除 또는 상 
당한 割引을 規定한 1949年의「제네바」諸協約의 條項과를 一致시키는 데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第23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1949年의「제네바」諸協約에 관한 報吿書를 
接受하고,

이 報吿書를 諒解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報吿書를 提出한데 대하여 感謝하며,
이 報吿書에 引用되고 있는 것처럼 1949年의 第4「제네바」協約의 諸規 

定을 警察隊 隊員에게 適用하는 데 대한 宣言을 注目한다. （「뉴델리」1957 

年決議事項第15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모든 種類의 武力衝突로 因하여 發生한 苦痛을 最 
小化하기 위하여 努力해 온 점을 考慮하여 現存의 1949年「제네바」諸協約 
에 第 3 條 規定을 擴大하여 다음의 새 로운 規定을 添加토록 希望을 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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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負傷者는 아무런 差別없이 治療받을 수 있으며，또 醫師는 이 러한 狀

況에서 必要로 하는 治療를 할 때에 어떠한 意味에서나 支障이 없도 。

록 한다.
b) 醫療上의 秘密嚴守라고 하는 神聖한 原則은 尊重되 어 야 한다•
c) 國際法에 規定되어 있는 制限을 除外하고는, 醫藥品의 販賣 및 自由 

流通에 대하여 어떠한 制限도 加해지지 않도록 한다. 단 이러한 醫藥 
品이 오로지 診療의 目的에 使用되는 경우에 限한다.

또 이 決議에 背馳되 는 모든 措置에 대 하여 는 모든 政府에 대 하여 그 取
消를 緊急히 呼訴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7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의 第 4「제 네 바」協約 第144條는 本協約의 本文 및 精神을 全國民 

에게 알리 는 것 이 本協約을 批准한 各國政府의 義務로 規定한 然에 비 추어
靑少年層을「제네바」諸協約精神에 따라 敎育하는 것이 緊急之事임을 堪 

案하여,
또 이에 관하여 1934年 東京에서 열린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

項 第9號를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 및 各國靑少年部門은「제네바」諸協約을 普及함에 있어 積

極 參與하여야 할 것임을 考慮하여,
靑少年赤十字活動의 本質的인 目的은 平和와 理解의 精神을 增進시키고 

어린이와 靑少年에게 人間尊嚴에 대한 敬意를 鼓吹시키는 데 있음을 堪案 
하여

a) 各國赤十字社는 自國 政府와 交涉하여 靑少年赤十字가「제네바」諸協 

約을 어 린이와 靑少年間에 普及시키는 데 가장 効果的인 手段의 하나 
임을 敎育關係者들이 認識하도록 하게 할 것.

b) 政府와의 交涉에서 各國赤十字社는 學校 敎科안에 赤十字의 歷史와
目的 및「제네바」諸協約의 基本的인 諸原則을 위한 時間을 넣도록 努 ・

力할 것.
c) 赤十字社聯盟은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協議하여, 每年 公衆敎育에 관 

한 會議를 共同 開催하고 있는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關(UNESCO), 

및 國際敎育局에 대하여「學校와「제네바」諸協約의 普及」이란 問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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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期 公衆敎育會議에 서 議題로 採擇되도록 必要한 手段을 講求할 것 
을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9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靑少年들에게 平和의 理念과 他人에 대한 尊敬心을 敎化함이 매우 必要 
함을 考慮하고,「제네바」諸協約은 社會敎育을 위한 健全한 基礎를 이루고 
있 음을 생 각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緊急한 問題로서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 
的 行動의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勸吿하며,

특히 各國靑少年赤十字部門의 刊行物이나 赤十字社聯盟이 發刊하는 靑 
少年赤十字「뉴우스 • 레터」에는 赤十字의 歷史나「제네바」協約을 紹介하 
는 固定欄을 만들 것을 勸吿하며,「라듸오」나「텔레비젼」放送은 定期的으 
로 系統化하여 그같은 問題를 取扱할 것을 勸吿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各社와 더불어「제네바」諸 
協約의 歷史, 內容 및 目的을 網羅한 靑少年用의「필름」을 하나 또는 그 
이상 製作할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勸吿하며,

앞으로의 世界赤十字의 날에는 靑少年과「제네바」諸協約」을 主題로 삼 

도록 勸吿하며,
國際靑少年赤十字硏修「센터」를 實驗的인 意味에서 이 問題를 硏究하는 

데 利用하도록 勸吿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赤十字社聯盟은 어린이와 靑少年用으로서 適當한 赤 

十字의 歷史와「제네바」諸協約의 基本的인 諸原則을 取扱한 情報出版物을 
刊行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0號）

代表者會議는,

1949年 8月 12日의 第 1「제네바」協約 第47條에서부터 第49條까지 同第
2 協約 第48條부터 第50條까지 同第 3 協約 第127條부터 第129條까지 同第
4 協約 第144條부터 第 146條까지의 內容에 의하여 締約國은,

a） 이 協約의 原則을 各國 모든 國民들에게 周知시키기 위해서 平時나 
戰時를 不問하고 自國에서 이 協約의 本文을 可能한 限 널리 普及시 
킬 것, 특히 軍事敎育이나“ 可能하면 民間敎育科目中에 이 協約의 硏 

究를 包含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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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스위스」聯邦政府를 通하여 또는 敵對行爲中에는 利益保護國을 通하 

여 이 協約의 公式的인 譯文 및 締約國이 이 協約의 適用을 確保하기 
위하여 採擇한 法令과 規則을 서로 通知할 것.

c） 이러한 諸協約에 대한 重大한 違反行爲를 制止하는 데 必要한 立法 
措置를 취할 것을 約束하고 있음을 考慮하며,

이러한 諸條項의 履行은「제네바」諸協約의 全般的이고도 完全한 實行의 
基本이며, 代表者總會는 1963年 9月「제네바」에서 이 問題를 審議한 後 
에 그들 政府가 아직 까지도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고 있는 國家의 赤十 
字社, 赤新月社, 赤獅子太陽社에 .대하여 이 問題가 지니고 있는 人道上의 
重要性에 관하여 거듭 注意를 환기하며,

이들 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 政府와 前記條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實施를 위하여 交涉하도록 要請하며,

이 問題를 곧 次期 國際會議의 議題로서 上程하며 次期 會議에서 各社 
는 本決議에 따라 취해진 措置에 관하여 報吿할 것을 提案한다. （百周年 
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4號）

代表者會議는,

「제네바」諸協約締結國은 이들 協約을 尊重하며 또 이 協約의 尊重을 確 
保할 것을 約束하고 있음을 考慮하고,

國際聯合의 緊急派遣軍隊가 이들「제네바」協約을 尊重하고 協約에 의해 
서 保護받음이 必要한 것을 생 각하여,

國際聯合의 이를 위한 努力에 謝意를 表하며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a） 國際聯合은「제네 바」諸協約이 上記 協約 締約國의 軍隊에 適用되는 

것 처럼 國聯의 緊急派遣軍隊에도 適用됨을 受諾하는 趣旨의 엄숙한 
宣言을 採擇할 것.

b） 國際聯合에게 兵力을 提供하는 各國政府는 問題의 緊要性에 비추어 
그 部隊員에 대하여 自國을 出發하기에 앞서 「제네바」諸協約에 관한 
適切한 敎育과 이러한 諸協約을 嚴守하도록 命令할 것.

c） 이들 派遣隊의 責任當局은 이러한 諸協約에 관한 어떠한 違反도 防 
止, 制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措置를 講究할 것. （百周年會議「제 
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 5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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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者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제네바」諸協約 違反의 處罰을 위한 모든 國家의 

立法措置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고 이에 관한 報吿를 第20次 赤十字國際會 
議에 提出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百周年會議「제 네 바」1963年 決 
議事項第6號）

代表者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紛爭時에 있어서의 負傷者, 病者 및 民間醫 
療從事者와 看護員의 保護를 위한 規則案을 諒知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可能하면 政府 專門家의 協力을 얻어서, 이 問題의 
硏究하는 것을 繼續하여,

次期 赤十字國際會議에 報吿하도록 要請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 
63年決議事項第8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 8 月 12 日 의 第1「제 네 바」協約 第47條, 第 2 協約 第48條, 第 3 
協約 第127條, 第4 協約의 第144條에 따라서 締約國은 이 協約의 原則을 
自國의 모든 國民들에게 周知시키기 위해서 平時나 戰時를 不問하고 自國 
에서 이 協約의 本文을 가능한 한 普及시킬 것. 특히 軍事敎育이나 가능 
하면 民間敎育科目에 이 協約의 硏究를 包含시킬 것을 約束하고 있는 데 
비추어서,

이들 條項을 適用함은 協約의 遵守를 確保하는 데 가장 重要함을 堪案 
하고

더욱 軍隊의 隊員이「제네바」諸協約에 관한 充分한 知識을 갖는 것이 重 
要함을 考慮하며,

「제네바」諸協約의 締結國은 協約의 普及과 適用에, 특히 諸協約의 主要 
한 原則을 軍의 將校나 隊員의 敎育에 包含시키므로써 한층 더 努力해 줄 
것을 要請하고,

더욱 各國赤十字社가 이 分野에 있어서 政府와 協力하여 活動을 強化하 
도록 要請하며,

各國政府와 赤十字社는 이 分野에서 취한 措置에 대해서 定期的인 報吿 
를 赤十字國際委員會에 提出하도록 希望을 表明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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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 바」諸協約의 適用을 確保하기 위한 ICRC의 努力을 滿足과 感謝로 
서 注目하며, 이 일을 繼續하여 주도록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 
事項第21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에서 發生하고 있는 武力衝突에 있어서 이러한 衝突로 因한 苦痛을 
덜기 위 하여 많은 國家가 批准하고 있는「제 네 바」諸協約이 아직 도 모든 境 
遇에 嚴重히 適用되고 있지 아니함을 注目하며,

네 가지 協約에 共通되는 第8, 第9條는, 紛爭當事國을 協約適用에 있 
서서의 協力과 適用의 監視를 委任받은 利益保護國으로 하여금 職務를 가 
능한 한 擴大하여 遂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는 것을 想起하여,

人道法諸協約의 適用과 適用의 監視를 確保하기 위해서, 利益保護國이 
나 또는 그같은 일을 代理할 機關이 衝突時에 있어 서 公平한 監視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人員을 갖추는 것이 必要함을 考慮하며,
諸協約 締結國이 利益保護國이 나 또는 그 같은 일을 代理할 機關의 指 

導아래 協約이 그들에게 委任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適任者로 構成 
된 團體를 設立할 可能性을 考察하도록 獎勵하며,

그러한 準備가 있다고 言明하고 있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러한 要員 
養成에 寄與하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비엔나」1963年 決議事項 第22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제네바」諸協約締約國은 어떤 境遇에도 이 協約을 尊重하고 또 이 協約 
을 尊重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勘案하며,

또 나아가 國際聯合派遣軍은 諸協約을 尊重하고 또, 諸協約에 의 하여 保 
護받을 必要가 있음을 考慮하여,

國際聯合이 이미 取한 實際的인 方法에 滿足을 表明하며,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1. 國際聯合管轄下에 있는 軍隊가「제네바」諸協約의 規定을 지키고 諸 

協約에 의해서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適當한 措置를 취할 것.

2. 國際聯合에 派遣軍을 提供하는 各國 政府는 이 問題가 지니는 最大 
의 重要性을 생 각하여, 部隊의 本國出發에 앞서「제네바」諸協約에 대 
한 충분한 指導를 하고, 諸協約에 따라서 行動하도륵 命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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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派遣軍의 責任當局은 諸協約의 어떠한 違反도 防止, 抑制하기 위한 
모든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데 同意할 것.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25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代表者會議（「제네바」1963年）에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6號를 想起하고, 
나아가 1949年 8月 12 日 의 第 1「제 네 바」協約 第49條, 第 2 協約 第50條 

第 3 協約 第129條, 第4 協約 第146條에 따라서 各國政府는「제 네 바」諸協 
約의 違反에 대한 罰則을 設置할 義務가 있음을 想起하고,

「제 네 바」諸協約違反制止를 위한 問題를 硏究하기 위한 赤十字國際委員 
會의 努力에 대하여 感謝하며,

國際委員會가 그 任務를 계속하도록 要請하며,
더 나아가 各國 政府, 各國 赤十字社 및 比較法硏究機關에 대 하여 ICRC 

를 全面的으로 支持하고 問題硏究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하며 ,
諸協約違反에 관한 立法을 하지 아니 하고 있 는 各國政府는 그 法制를 完 

備하여 適當한 罰則을 만들도록 懇請하며,
ICRC가 이룩한 成果에 대한 報吿를 次期 國際會議에 提出하고 一般大 

衆을 위하여 出版할 것을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26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人道法諸協約의 違反에 관한 抗議의 報吿書 
를 檢討한 結果,

被訴된 當事者에게 이러한 抗議를 傳達하는 目的은, 充分한 調査가 이 
루어지 고 仔細한 回答이 주어지는 데 있음을 생 각하며 ,

이 措置가 아무런 具體的인 結果를 낳지 못하였음을 考慮하여,
直接關係된 兩國間에 正規의 傳達經路가 없고 中立的인 仲介者가 必要 

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ICRC는 今後, 이러한 抗議 傳達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諒知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27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的紛爭 또는 國內騷擾時에 있어서 民間醫務要員이나 看護要員에 대 
한 加一層의 保護를 確保하기 위한 至大한 關心을 認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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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問題에 관한 報吿를 提出한 데 대해서 感謝하며 
그 基本的인 內容을 承認하고, 問題全體, 특히 表示標章의 問題와 이 目 
的을 위한 赤十字, 赤新月, 赤獅子太陽標章의 使用範圍를 擴大하는 可能 
性은 政府와 赤十字의 專門家들의 協力과 世界保健機構（WH。） 및 關係專 
門機關의 助力을 얻어서 더욱 詳細한 硏究가 이루어지도록 希望을 表明하며

問題가 初期에 解決을 보지 못하면 次期 國際會議에 이 硏究의 結論을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0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모든 專門的 또는 補助的인 軍 및 民間人醫務要員은, 1949年「제네바」 
諸協約에 따른 權利와 義務에 대 한 충분한 知識을 가져 야 한다고 생 각하며

「제네바」諸協約의 普及에 관해서 協約當事者인 各國 政府가 締結한 約 
束을 考慮하고,

그 決議事項 第52號 第3—4項에서 記述하고 있는 第:17次 赤十字國際會 
議의 希望을 考慮하여,

各國政府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1949年의「제네바」諸協約을 看護 
學校 및 補助看護學校의 必須科目으로 넣고, 赤十字奉仕員 및 救急員의 講 
習에도 包含시키므로써 自國의 醫務要員들에게 同 協約을 普及시키기 위한 
努力을 強化, 調整하도록 要望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3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聯合總會가 1968年 12月 17日의 決議條項 第2412號（X X 瓜）에서 19 
70年을「國際敎育의 해」로 決定한 데 비추어,

1969年 9月 16日「뉴욕」에서 개최된 第24次 總會의 議事日程規定 第41 
項이 이 案件에 관한 事務總長 報吿의 檢討를 豫定하고 있음을 諒知하고,

各國政府,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聯盟이 國際赤十字活動範圍內에서 學校 
및 大學의 科目이나 永久的 敎育政策에 至大한 關心을 갖고 있음을 意識 

하여,
「유엔」특히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關 （UNESC〇） 에 대하여 1970年中에 

「제네바」諸協約의 敎育과 普及을 위한 行事를 計劃하도록 期持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現代的인 技術인 視聽覺手段을 使用하여,「世界의 날」 

에 그러한 行事를 行할 수 있도록 要請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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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第9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1968年 年次報吿 및 武力衝突時에 民間人을 
保護하는 데 관한 기타의 赤十字國際委員會의 文書內容을 檢討하고,

戰時에 있어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1949年 8月 12 日 의 第 4「제 네 바」協 
約規定의 豫重과 實施를 要請하는 數많은 國際聯合決議事項을 再確認하고 
1967年 9月「헤 그」에 서 의 代表者會議가 採擇한 中東難民問題에 관한 決 
議事項을 想起하며,

上記 協約 第 1 條의 規定에 의하여, 締約國은 어떤 경우에도 이 協約을 
尊重하고 또 이 協約의 尊重을 確保할 것을 約束하고 있음에 비추어,

1. 第4「제 네 바」協約諸規定의 適用 및 實施를 全的으로 拒否함을 遺憾 
으로 여기며,

2. 中東占領地의 民間人의 狀態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表明하며,
3. 關係當局에 대하여 집과 故鄕을 떠난 사람들의 復歸나 또는 그 地域 

社會에의 再編入을 容易하게 하여 줌으로써 人道的인 義務를 遂行할 
것올 要請하며,

4. 全當事國에 대 하여 第4「제 네 바」協約에 따른 義務를 尊重하고 民間 
人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同協約을 實踐해 줄 것을 呼訴하며,

5.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中東에 있는 同委員會代表에 대하여, 그곳에서 
의 계속적인 努力에 感謝의 뜻을 表明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 
事項第10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捕虜의 待遇에 관한 1949年의 第3「제 네 바」協約과 戰爭犧牲者의 保護者 
로서의 赤十字의 歷史的인 役割을 想起하며,

協約은 武力衝突의 性格如何를 不問하고 둘 또는 그 以上의 協約締約國 
間의 武力衝突에도 適用될 것올 考慮하여,

國際社會가 協約에 關係없이 捕虜를 위한 人道的待遇, 특히 모든 捕虜 
의 身分證明, 調査登錄, 適當한 食事, 醫療 捕虜相互間이 나 또는 外部와의 
連絡通信의 許可, 重傷病捕虜의 迅速한 歸國 및 肉體的 또는 精神的 拷問 
虐待, 報復으로부터의 保護를 要請해 왔음을 認定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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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協約締結國에 대하여 捕虜의 人道的待遇를 確保하고 協約違反을 防止 
하기 위한 모든 適切한 手段을 講求하도록 要請하며,

모든 協約締結國에게 協約에 規定된 義務를 尊重하도록 要請하며, 모든 
武力衝突에 있어 關係當國에게 衝突 相對國의 正規武裝部隊의 制服을 입 
은 軍人 또는 기타 捕虜身分임을 主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人道的 
待遇와 協約이 規定한 保護의 全部를 亨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呼訴하 
며 더 나아가 利益保護國 또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捕虜나 또는 捕虜가 
抑留듸어 있는 모든 場所에 자유로히 接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要請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11號）⑺⑻

代表者會議는,

世界를 퉁하여 自覺있는 人道的態度의 必要性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確信하며,

이러한 態度의 基礎로서의「제네바」諸協約 및 기타의 人道法規의 重要 
性을 認識하며,

많은 政府가 武力衝突에 있어서의 國際人道法의 再確認과 發展促進에 대 
해서 보여주는 關心을 認知하고,

이에 관하여 1969年「이스탄불」의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 및 19기年의 
國聯總會에 있어서의 討議를 想起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武力衝突에 있어서의 國際人道法의 再確認과 發展 
을 위해서 外交會議를 위한 準備에 쏟고 있는 努力을 評價하며,

모든 赤十字社의 人道的事業이나 人道法에의 國民의 關與를 維持, 擴大 
深化시키는 責任을 全的으로 容認하며,

各國赤十字社가 이 分野에 있어서의 任務, 方法, 努力둥에 대해서 再考 
하여, 이것을 딴 主要活動과 同一하게 計劃的이고, 系統的이고 統制的인 
것으로 만들도록 要請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와 協力해서 各國赤十字社가 이 
領域에서 맡아야할 役割올 明確히 하고, 各國赤十字社가 責務를 다해가는 ・

데 必要한 資料를 作成하고, 技術을 伸張하고, 要員을 養成하는 데 대해

17）第2章一4章參照..
18） 覆務要員에  한「제 네 바」諸協約의 普及에 해서 는 第 6 章 第 3 節 第 2 項, 理事會 1957

年「뉴밀리」決議事項 第10, 11號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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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援助하도록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는 그 計劃이나 實績을 赤十字國際委員會에 報吿 

・一 하고, 이로 말미 암아 同委員會로 하여금 이 世界的經驗에 立脚하여 이 分 

野에 있어서의 指導者, 調整者로서 더욱 더 重大한 任務遂行을 可能하게 
해주기를 希望하며,

또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그 意見과 勸吿를 次期 代表者會議에, 또는 
그 豫備段階로서 1972年의 執行委員會會議에 提出하도록 希望한다. （代表 
者會議 19기年「멕시코시티」決議事項 第 1號）

代表者會議는,

「제네바」諸協約과 國際人道法諸原則의 徹底한 硏究와, 그 知識을 모든 
方面에의 普及을 活潑하게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며 ,

大學이 法學, 政治學, 社會科學, 醫學 등의 各學部에서 敎授하는 科目 
안에 는 上記의 事項을 包含시 켜야 할 것임을 確信하며,

大學은 또 이 러한 事項에 대해서 卒業後의 講座를 設置함으로써 높은 資 
格을 간직한 專門的인 人員을 提供할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러한 目的올 達成하기 위하여 그 國家의 權 
限있는 當局의 協力을 求하도록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러한 方向을 위하여 취해지고 있는 모든 法 
令措置를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通報하도록 要望한다. （代 
表者會議「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2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暴力으로 因하여 分裂되고 있는 世界에 있어서는 赤十字基本原則으로서 
하나의 表現이라 할 수 있는「제네바」諸協約의 普及과 전반적 인 敎育이 緊 
急하게 必要하며, 平和의 要因이 되는 것올 確信하며,

이러한 普及과 敎育은 그 敎育的인 性格으로 말미암아 軍隊와 靑少年들 
, 에게 특히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하며,

現在까지의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普及問題에 관한 諸決議事項 특 
히 1965年「비엔나」에서 開催된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1 

號를 想起하며,
몇나라의 政府와 많은 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의해서「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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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協約을 普及시키는 데 이미 達成된 努力에 대해서 感謝하는 마음과 더 
불어 注目하며,

한편으로는, 一般大衆에게 赤十字基本原則과 國際人道法을 모든 各界關 

係當局이 効果的인 手段을 使用해서 周知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軍隊, 民 
間機構, 高等敎育機關, 醫學 및 醫學關係의 職業 등과 같은 專門分野에게 
「제네 바」諸協約에 관한 明瞭한 槪念을 敎示하기 위하여 가일층 努力하도 
록 各國政府와 各國赤十字社에 要請하며,

世界에 있어 서의「제 네 바」諸協約의 普及과 敎育에 관한 情報를 赤十字國 
際委員會가 收集할 수 있도록 定期的으로 計劃과 成果를 赤十字國際委員 
會에 通知하도록 여러 나라 政府와 各國赤十字社에게 呼訴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는「제네바」諸協約을 普及하고 敎育하기 위한 
여러나라 政府와 各國赤十字社의 努力을 아래에 적은 바에 따라서 支援하 
도록 要請한다.

(a) 보내야할 地域이나 地區에 알맞는 情報資料(各種言語에 의한 專門 
的이거나 또는 一般的인 出版物,「포스터」「슬라이드」및 映書)를 準 
備할 것.

(b) 이 分野에 있어서의 活動計劃을 세우는 데 대하여 이것을 希望하는 
赤十字社에게 助言해 줄 것.

(c)「제네바」諸協約의 普及과 敎育에 있어서의 여러 나라政府와 各國赤 
十字社가 거둔 成果를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報吿書, 出版物에서 組織 
的으로 알릴 것.

(d) 國際人道法의 專門家養成을 위한「세미나」를 赤十字國際委員會가 

開催할 것, 또는 이러한「세미나」에 參加할 것.
各國 政府와 各國赤十字社로 하여금 各自의 經驗을 比較해 보게 하고, 

또 새로운 活動方式을 계획하기 위한「제네바」諸協約의 普及과 敎育에 관 
한 特別會議를 召集하는 데 따른 可否如何와 可能性을 探究하도록 赤十字 
國際委員會에 要請하며,

「제네바」諸協約의 광범한 普及과 効果的인 敎育을 實現하기 위한 赤十 
字國際委員會의 努力에 대하여, 各國 政府와 各國赤十字社가 충분히 協力 
하도록 要請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 하여 第21次 國際會議以來로「제 네 바」諸協約의 普 
及과 敎育에 대해서 새로운 刺戟을 해 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活動과 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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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字國際委員會가 各國赤十字社와 政府에게 준 支援에 대해서 感謝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2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時 適用할 國際人道法의 發展과 再確認에 關한 外交會議가 最 
終署名과 함께 終結되었는데 여기서는 1949년 8월 12일자「제네바」協約 
에 대한 두 가지 追加議定書가 附錄으로 作成되 었으며 그 하나는 國際間 
武力衝突時의 犧牲者保護이 고 다른 하나는 非國際間 武力衝突時 犧牲者 保 
護에 關한 것임을 注目하며,

赤十字 國際會議가 武力衝突時 適用되는 國際人道法의 再確認 및 發展 
에 항시 寄與해 온 데 대하여 관심을 갖이면서,

(a)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제13호(武力衝突時 適用되는 法規 
와 慣習에 關한 再確認 및 發展)가 지닌 目標와 제22次 赤十字 國際 
會議 決議事項 제13호(武力衝突時 適用되는 法規와 慣習에 關한 再確 
認 및 發展)가 實行된데 대하여 注目하며,

(b) 國際人道法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이룩된 實質的인 發展에 대하여 그 
리 고 特히 武力衝突로 因한 苦痛을 經減하고 그것들의 害惡으로부터 
民間人을 保護하는 規定들에 대하여 만족을 表示하며,

(c) 外交會議를 組織하고 會議를 召集한「스위스」政府와 이들 議定書草 
案作成에 協力한 各國 政府 많은 專門家들 各國 赤十字社 그리고 業 
務를 準備 推進해 온 ICRC에 대하여 致賀하며,

(d) 同 議定書가 可能한 限 속히 서명 인준 또는 동의되어「제네바」協 
約으로써 世界的으로 認定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e) 議定書가 赤十字에게 부여한 主要한 役割 特히 各國赤十字社에 부 
여한 데 대하여 滿足하며 ICRC 聯盟 및 各國赤十字社가 이 役割을 
最大限으로 達成토록 하는 조처를 취해 주기를 권유하며,

(f) 1949年「제네바」協約에 아직도 동의를 표하지 않은 모든 國家에게 
도 이 議定書에 當事國이 되어주기를 要望하며,

(g) 1949年「제네바」協約中 어떤 境遇 適用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깊 
은 관심을 가지며 모든 締約國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도 
록 권고하며,

(h) ICRC는 제24차 國際會議에 同 議定書의 署名 비준과 加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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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吿를 하도록 要請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第 3號, 
1977. 10「부카레스트」)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時 適用할 國際人道法의 知識普及은 國際人道法 遵守를 위한 
가장 重大한 條件의 하나라고 生覺하면서,

더우기 赤十字 理念의 普及은「제네바」協約에 局限할 것이 아니라 赤十 
字基本原則에 對하여도 包含할 것이며 이와같은 赤十字 理念의 普及은 平 
和의 精神을 宣傳하는 것으로부터 分離해서는 안되고 또는 戰爭을 決定하 
는데 쓰여져서도 안된다는 意見에 따라 人間에게 대한 廣範한 人間의 責 
任이 라는 槪念속에 包含시 키 도록 해 야 한다고 생 각한면서,

前次 赤十字 國際會議에서 採擇듼 바 있는「제네바」協約 知識普及에 關 
한 決議事項과 特히 1973年「테헤란」第22次 赤十字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2號에 대하여 留念하면서,

武力衝突時 適用되는 國際人道法의 再確認 및 發展을 위한 外交會議에 
서 採擇된 武力衝突時 適用되는 國際人道法의 知識普及에 관한 1977年 決 
議事項 第21號에 대하여 滿足히 여기면서,

赤十字社聯盟의 새로운 憲章이 規制한 聯盟의 機能은 國際人道法의 推 

進 및 發展에 있어서 赤十字國際委員會를 助力하는 것이며,
赤十字社間에 있어서 同法 및 赤十字基本原則에 관한 知識普及을 協力 

하는 것임을 留念하면서,
1977년 3월「와르소」에서 開催한「제네바」協約 知識普及에 관한 第1 

次 歐洲 赤十字社「세미나」에 관한「포랜드」赤十字社와 赤十字國際委員會 
報吿書와 結論 그리고 몇몇 赤十字社와 全世界에 있는 特別 硏究機關의 
協力으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作成한 各種事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를 주목하면서,
(a) ICRC가 여 러 赤十字社와 聯盟協議下에 世界的으로 國際人道法 普 

及을 推進하며 普及方法을 向上시 키 고자 行한 活動에 대 하여 祝賀하며
(b) 赤十字社가 國際人道法 知識의 普及과 그의 原則에 대하여 國民들 

에게 特히 靑少年들에게 可能한 廣範하게 普及시 킬 수 있도록 하는 努 
力을 政府와 協力하여 强化해 주도록 勸誘하며,

(c) ICRC와 聯盟에 대하여 赤十字社가 國際人道法 知識의 普及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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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野에서 일하는 職員訓練에 關한 活動計劃을 作成하는데 더욱 効率 
的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普及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을 위한 指針을 
마련하기를 要請하며,

(d)「유네스코」가 國際人道法 知識의 普及을 爲하여 차지하고 있는 役 
割을 認定하며, ICRC와 聯盟에 대하여 特히 敎育獎學金을 特定 硏究 
施設에 授與하는 問題에 관한「유네스코」와의 協力을 强化하도록 勸 
誘하며,

(e) 政府와 赤十字社는 現在 ICRC에 報吿하듯이 普及活動에 關하여 週 
期的으로 報吿토록 要望하며, ICRC는 第24次 赤十字國際會議에 第 
22次 國際會議(1973년「테헤란」) 決議事項 第12號와 같이 國際人道法 

普及에 관한 報吿書를 提出토록 要望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第7號, 1977.10「부가레스트」)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ICRC活動報吿書와 1976년도 事業報吿書 그리 
고 1977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잠정적인 活動報吿書에 대하여 
考慮한 結果,

占領國이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 保護에 관한 1949年 8 月 12日字「제 
네 바」第 4 協約에 依據한 義務의 決定 및 履行을 繼續 거 부하여 온데 대 
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 며,

中東의 占領地域에 있는「아랍」인 民間住民에게 適用되는「제네바」第4 
協約 제49조 제 6 항에 反하는 政策과 實行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表하며 
「제 네 바」제 4 協約履行에 關한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 3 號와 
同決議事項에 따라 ICRC가 取한 措置를 想起하면서,

「제네바」協約 締約國은 모든 狀況에 있어서 同 協約의 尊重 뿐 아니라 
그 尊重을 確保할 것을 約定한 事實을 留意하면서,

(a) 中東 被占領地域에 있는「아랍」민간인 狀況에 대해 깊은 관심을 再 
次 表示하며,

(b) 中東 被占領地域에 있어서 의 「제 네 바」제 4 協約의 適用妥當性을 再 
確認하며,

(c) 占領國은「제네바」제 4협 약에 依據한 義務를 認定하고 履行하며 이 
에따라「제네바」제 4 協約 第47條를 違反하는 모든 政策이나 實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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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時 中止하도록 要求하며,
（d） 1CRC와 中東에 派遣된 同 委員會 代表들이 同地域에서 繼續하여 

온 努力에 대하여 感謝를 表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10, 1977.10.「부카레 스트」）

理事會는,

聯盟이 ICRC와 WHO에 가까이하여 醫師와 看護員 敎育時間에 赤十字와 

「제네바」協約 基本原則을 包含시킬 수 있도록 要請하는 文書를 모든 政府 
에 보낼 수 있는 可能性을 모색하도록 建議한다. 各國赤十字社는 이와같 
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關係되는 長官과 接觸할 것을 勸獎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8 號 1977.10I「부카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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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戰爭法規와 無差別兵器

理事會는,

「옥스포드」會議에서 採擇된 諸原則과 특히 赤十字社는 戰爭儀牲者의 保 
護를 위한 人道的諸協約을 締約하는 責任當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提案 
해 야 한다고 한 事實을 想起한다.

軍隊나 民間人을 가릴 것 없이 無差別하게 全滅시킬 可能性이 있는 原 
爆이나 또는 이러한 種類의 武器使用을 禁止할 것.

收容所에 收容된 사람들을 人質로 하거 나, 住民들을 大量追放함을 禁止 
하고, 收容所內에서 사람들을 組織的으로 破壞시키 는 일을 禁止할 것 . （第 
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648年 決議事項 第 2 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次世界大戰中에 交戰各國이 1925年 6月 17日의 「제네바」議定書에 
서 規定한 窒息性, 有毒性 또는 其他「가스」나 細菌等의 武器 使用의 禁 
止를 尊重했음을 認定하며,

照準器로 目標를 設定하지를 아니하고, 大區域을 無差別하게 荒廢하게 
하는 盲目的武器 使用은 人類를 破滅시키는 것이며 赤十字가 擁護해야 할 
使命인 人類의 價値를 破壞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武器의 使用은 文明의 
將來를 威脅하는 것임을 認定하며,

各國이 이러한 種類의 武器에 依存하는 것을 絕對的으로 禁止함과 더불 
어 原子力이나 또는 이와 홉사한 武器릍 戰爭目的을 위해서 使用함은 絕 
對的으로 禁止해야 한다는 것을 嚴肅히 要請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 
議事項第24號）

理事會는,

各國政府가 無差別武器, 原子力이나 또는 이와 홉사한 武器를 戰爭目的 
을 위 하여 使用함은 全人類의 名譽와 良心에 背馳되는 것 으로서 이 를 防止 
하기 위하여 조속히 有効한 措置를 取하고 이것을 持續하도록 强カ히 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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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1號 
第3項）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細菌兵器가 人類에게는 最大 危險中의 하나임을 銘心하여,
몇몇 國家의 政府가 細菌兵器의 禁止를 規定한 1925年 6月 17日의「제 

네바」議定書에 아직 加入하지를 아니하였것나 或은 이를 批准하지 아니하 
고 있음에 비주어,

前記議定書에 아직 加入하지 않았거 나, 또는 批准하지 아니하고 있는 各 
國政府에 대하여 이에 加入 또는 批准할 것을 促求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만약 그 나라 政府가 아직도 1925年 6月 17日 
의「제네바」議定書에 參加하지 아니했거 나 批准하지 않고있을 때에는, 可 
能한 限 早速히 保留를 하지 말고, 加入 또는 批准趣旨의 約束을 自國政 
府로부터 받도록 要請한다. （「토론트」1952年 決議事項 第17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原子武器의 使用을 反對하는 協定이나 또는 禁止令이 없다는 점을 勘案 
하여,

原子軍備에서의 競爭이 各國間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고 있는 然 
을 考慮하여,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4號를 再確認하며,
各國政府에 대해서, 一般的軍縮의 範圍內에서 原子兵器의 禁止와 原子 

「에너지」를 平和目的을 위해서만 使用할 것을 保證하는 原子「에너지」國際 
管理計劃에 同意하도록 勸吿하고,

모든 各國赤十字社는 各各 自國政府에 대하여 이러한 種類의 計劃을 支 
持하도록 要請할 것을 要求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8號）

理事會는,

原子武器 및 化學的 또는 細菌兵器의 使用을 當事國이 抛棄하도록 勸吿 
하려고 本會期中에 可決한 決議事項에 견주어서,

赤十字의 役割은 이러한 武器의 荒廢的이고 無差別的인 影響으로부터 民 
間人을 保護하는 데 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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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委員會는 本問題를 徹底히 調査하여 次期 赤十字國際會議에 
原子力 및 化學的 또는 細菌武器의 危險으로부터 効果的으로 民間人을 保 
護하기 위하여 現行 諸協約에 必要한 追加法案을 提案하도록 要請한다. 

（第2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오슬로」1954年 決議事項 第 2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가 平時나 戰時를 莫論하고 人間의 苦痛을 救濟하기 위하여 努力 
해 왔고, 또 그 努力을 繼續하고 있는 데 비추어,

赤十字가 언제나 世界平和의 大義를 支持해 왔음을 考慮하여,
여기에 1952年「토론토」에서의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와 1954年「오슬 

로」에서의 赤十字社聯盟理事會가 採擇한 諸決議事項를 想起하며,
거듭 世界의 모든 國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呼訴한다. 即,
戰爭은 어떤 問題에 대한 解決策도 될 수 없다는 原則을 認定하여 戰爭 

拋棄를 宣誓할 것.
一般的軍縮을 위한 努力을 强 化할 것.
특히 燒夷彈, 化學, 細菌, 放射能 기 타 이와 비 숫한 武器의 使用으로 因 

한 可恐스러운 結果로부터 人類를 效果的으로 保護할 措置를 採擇할 것.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8號）

理事會는,

人類 平安과 未來의 安全을 위해서 核武器 實驗이 禁止되기를 熱烈히 希 
望한다. （第27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제 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7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民間人의 保護를 위한 努力에 관해서, 1948年「스톡홀롬」의 第17次 赤 
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4號를 考慮하고, 各國政府에 대하여 一般軍 
縮의 範圍안에서 原子武器의 禁止 및 原子「에너지」를 平和目的을 위해서 
만 使用할 것을 保證하는 原子力國際管理計劃에 同意하도록 要請한 1592 
年「토론토」의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8號를 再確認하 

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分野에 있어서의 國際人道法의 確立과 나아가 

이의 發展에 있어 主導的 活動을 하여 廣範한 業績을 올린 데 대해서 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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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하며 無差別戰爭은 民間人과 文明의 將來에 대한 危險을 招來한다는 것 
을 說明하고,

各國政府나 기타 武力衝突責任當局에 대하여 적어도 下記의 諸原則을 遵 
守할 것을 嚴肅히 宣言한다.
ー衝突當事國의 害敵手段을 取할 수 있는 權利는 無制限이 아니라는 것.
一民間人에 대 한 攻擊은 다음과 같이 禁止되어 있다는 것 .

ー戰鬪行爲에 參加하는 사람과 民間人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差別을 두어 
그로서 民間人을 可能한 限 保護할 것.
ー戰爭法規의 一般原則은 核 및 類似武器에도 適用된다는 것.

窒息性, 有毒性 기타의「가스」모든 類似 液體, 原料 또는 考案品 및 
細菌戰法의 使用을 禁止하는 1925年의「제네바」議定書에 加入하지 아니하 
고 있는 모든 政府는 이에 加入하도록 특히 要望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條項 第13號 
에 따라 특히 民間人을 無差別戰爭으로 因한 苦痛으로부터 保護핱 必要를 
參照하여 國際人道法의 發展을 追求하도록 要請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問題의 迅速하고도 實際的인 解決을 얻기 위해 
서 專門委員會의 設置을 包含한 모드 可能한 手段을 講求하고 모든 適當 
한 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政府와 交涉하여 이러한 문제의 早速한 解 
決을 위하여 協力을 얻도록 할 것을 要請하며, 모든 政府는 이 點에 관한 
國際赤十字의 努力을 支持하도록 要請하며,

모든 各國赤十字社가 全力을 다하여 自國政府에 대해 一般軍縮分野에서 
實効性있는 協定에 達하도록 勸吿할 것을 要請한다. （「비엔나」1965年 決 
議事項第28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를 휩쓰는 武力衝突과 기 타의 여 러 暴力行爲는 언제나 人間의 價値 
와 平和를 繼續 危殆롭게 하고 있음을 堪案하여,

이러한 危險에 對抗하기 위하여서는 人類의 要求나 또는 大衆良心의 命 
令으로써 敵對行爲의 行使에 課해지는 制限이 끊임없이 再確認되고 明確 
하게 되지 아니하면 안될 것임을 確認하며,

赤十字國際會議가 이 問題에 관하여 採擇한 諸決議事項 특히 第20次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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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8號에 注意릍 喚起하며,
「유엔」總會가 1968年 12月 19日에 採擇한 武力衝突에 있어서의 人權尊 

重에 관한 決議事項 第2444號 및 1968年 12月 20日에 採擇한 決議事項 第 
2454號의 重要性을 認定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分野에서 第20次 國際會議의 다음과 같은 決議 
事項 第28號를 實踐하기 위해서 行한 여러 事業들, 특히 이 問題에 대해 
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作成한 重要한 報吿書를 感謝히 諒知하며,

1949年의「제네바」諸協約과 調和를 取하여 人間의 基本的諸權利의 效果 
的 保護를 强化하기 위하여 모든 種類의 武力衝突에 適用되 는 國際法의 人 
道的諸規則을 再確認하고 發展시 켜 야 할 必要와 緊急性을 強調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그 報吿書에 따라서 下記事項을 目標로 삼 
아 이 分野에 있어서의 努力을 積皈的으로 追求할 것을 要請한다.

1. 現行人道法을 補完하는 具體的인 規則을 가능한 한 빨리 成案할 것.
2. 政府, 赤十字의 專門家와 기타 世界의 主要한 法制 및 社會制度를 

代表하는 專門家를 召集, 會合을 갖고 上記案을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共同으로 審議할 것.

3. 이러한 案들은 各國政府에 提示하여, 그 意見을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通報하도록 要請할 것.

4. 만약 事態가 希望的이 라면, 適當한 關係當局에 勸吿하여,「제 네 바」 
諸協約締約國이나 기타의 關係諸國의 1 回 또는 數回의 外交會議를 
召集하여, 上記提案을 考慮한 國際的法律文을 完成하도록 勸吿할 것.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유엔」總會 . 決議事項 第2444號에 따라 이 
問題에 관한 여러가지의 硏究와 調和를 이루기 위하여 國際聯合과의 協力 
을 維持, 發展시키고 硏究의 統合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際聯合 이외의 公 
私諮機構와도 協力하도록 激勵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人類全體에 關係되는 大義를 위해서, 輿論을 
적극적으로 모을 것올 要請하고,

모든 政府에 대해서, 이 分野에 있어서의 國際赤十字의 努力을 支持하 
도록 渴望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3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第一義的이고 基本的인 目的을 武力衝突로 因한 可恐할 苦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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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人類를 保護하는 데 있음에 비주어서,
새로운 戰爭技術, 특히 大量破壞武器가 人類를 威脅하는 危險올 考慮하 

여 赤十字感際會議가 採擇한 諸決議事項 및「유엔」總會의 決議事項 第21 
62號(XXI), 第2444號(XXIII) 및 第2454號 (XXHI)와 父年의 國際人權會 
議의 決議事項 第23號를 確認하고,

大量破壞武器의 禁止에 관한 特別協定의 採擇은 國際人道法의 發展에 
重要한 寄與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國際聯合에 대히여 이 分野에 있어서의 努力을 계속해줄 것을 要請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人道法의 再確認과 發展을 위한 活動에 관 

해서 깊은 觀心을 기울여 可能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發議를 繼續하도록 
要請하며,

1925年의「제네바」議定書에 아직 參加하지 아니하고있는各國政府에 대 
해서 이에 加入하고, 그 規定을 嚴守하기를 바라며,

名國政府에 대히여 化學武器와 細菌式武器의 生產과 貯藏을 禁止하는 協 
定을 可能한 限 삘리 締結히도록 促求힌다. (「이스틴블」1969年, 決議事 
項ー第14號)加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이 아직도 계속해서 人間에게 말할 수 없는 苦痛과 헤아릴 수 
없는 物質的인 破壞를 가져오고 있음을 認定하고,

모든 武力衝突當事者들은「이러한 苦痛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또 
非戰鬪員이나 民間財產의 保護를 擴大하기 위한 人道的規則을 必要로 하 
게 되는 것을 確信하며,

많은 近代的戰爭手段方法이 現在의 武力衝突에 適用되고 있는 現行法및 
慣習法을 再確認하고・ 發展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을 덧붙였음을 알았으며, 

赤十字國際會議가 언제나 이러한 問題들에 獻身하고 있음을 確認하고, 
특히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3號을 想起하며, 
國聯總會가「武力衝突에 있어서의 人權」問題에 관해서 採擇한 最近 것 

即 1972年 12月 18日에 採擇한 決議事項 第3032號(XXVH)와 같은 累次에 
걸친 決議事項에 대해서 諒知하고 赤十字國人委員會가 政府專門家들 및 
19기年과 1972年「제네바」會議에서 충분히 協議한 끝에 作成한 1949年의

19)「航空醫療活動J,第6章第2節第2項(d),第14次國際會議決議事項第1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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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諸協約의 追加議定書案을 滿足한 뜻을 품고 歡迎하며,
더욱 不必要한 苦痛을 낳게하고, 無差別한 被害를 주는 兵器에 관해서 

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報吿도 歡迎하며,
「스위스」聯邦政府가 武力衝突에 있어서 適用되는 國際人道法의 再確認 

과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外交會議召集을 決定한 것을 歡迎하며,
追加議定書는 外交會議에서 討議의 훌륭한 基礎가 딀 것으로 생 각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그가 完成한 巨大한 事業에 관하여 感謝를 

;表 明하며,
모든 政府에 대해서 外交會議에 參加하도록 渴望하며,
外交會議가 地域의 政府間組織에 의하여 承認된 民族解放運動을 國聯의 

慣習에 따라서「옵서버」로서 會議議事에 參加하도록 招請하는 것을 考慮 
하도록 要望하고,

모든 政府에 대해서 近代的武力衝突이 가져오는 苦痛을 輕減해야 할 緊 
要性과 이러한 衝突에 있어서의 非戰鬪員을 保護해야 하는 必要性,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이번 外交會議를 活用하여 커다란 人道的成果를 거둘 必要 
에 맞추기 위한 人道法規則에 대한 스스로의 長期的인 關係를 認識하도록 
呼訴하며,

「제네바」外交會議의 모든 參加者에 대해서, 가장 넓고도 迅速하게 1949 

年의「제네바」諸協約을 補完하는 두 議定書를 世界的인 基盤에서 有効한 
國際人道法證書로서 採擇하기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 協力함으로써 成果 
있는 交涉을 하도록 呼訴한다. （「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13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衝突當事者들의 害敵手段의 採擇에 관한 權利가 無制限이 아님을 想起 
하고,

특히 無用의 苦痛을 낳게 하는 兵器, 發射體 또는 物質의 使用을 禁止 
하는 國際法의 規則 및 民間人의 保護를 要求하는 國家法의 規則을 想起 
하며

無差別戰爭으로부터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8號（1965年）, 大量破壞兵器에 관한 同決議條項 第14號（1969年）, 武力 
衝突時의 人權에 관한「테헤란」國際會議 決議條項 第23號 （1968年）과 아울 
러「네이팜」등의 燒夷兵器에 관한「유엔」總會 決議事項 第2932號（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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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年）에 의해서 表明된 意見을 確認하고,

특히 各種 兵器의 世界的인 使用과 새로운 戰爭手段의 出現이 無用의 
苦痛을 낳게하고 差別없이 影響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서 各國政府는 法 
的手段에 의해서 이러한 無差別的이고 慘酷한 兵器 및 戰爭手段의 使用禁 
止 또는 制限, 그리 고 可能하다면 軍備縮少措置로서, 특히 慘酷하거 나 또 
는 無差別한 影響을 미치는 兵器의 廢止를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 必要不可缺하다고 한 1972年의 國聯總會 決議條項 第2932號 
（XXVH）로 表明한 意見을 再確認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人道法의 再認識과 發展을 위해서 企圖한 任務에 
忠實하고, 無用한 苦痛을 發生케 하고 無差別的인 影響을 미치는 兵器問 
題에 대해서 계속적인 注意를 기울여 온 데 대해서 注目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武力衝突에 있어서 適用되는 國際人道法의 再確認 
과 發展에 관한 外交會議에 上程하고자 하고 있는 無用의 苦痛을 發生케 
하는 兵器나 無差別한 影響을 미치는 戰爭技法의 使用禁止에 관한 規則을 
採擇하기 위한 여러 提案을 滿足한 생각을 갖고서 諒知하며,

특히 國際專門家「그룹」이 赤十字國際委員會主催下에 作成한 無用의 苦 
痛을 發生하게 하거나 또는 差別없는 影響을 미치는 兵器, 특히 高速度彈 
爆發兵器 및 破碎兵器, 時限兵器,「네이팜」기타의 燒夷兵器에 관한 資料 
報吿를 滿足한 뜻으로서 諒知하고,

報吿書가 論及하고 있는 型의 兵器에 대해서는 政府間의 檢討와 實踐을 
必要로 한다고 한 報吿書의 結論을 是認하며,

外交會議에 대해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두 議定書案에 관한 議 
事를 阻害함이 없이 1974年의 會期中에 無用의 苦痛을 發生케 하거나 無 
差別의 影響을 미치는 在來式兵器의 使用禁止나 或은 制限問題의 審議를 
開始하도록 간절히 要請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無用의 苦痛을 낳거나 또는 差別없는 影響 
을 미치는 在來式兵器의 使用禁止나 또는 制限問題를 깊이 硏究하는 政府 
專門家會議를 1974年中에 召集하여 그 會議의 報吿書를 外交會議에 參加 
한 모든 政府에 傳達하고, 그 將來의 審議를 援助하도록 要請한다. （「테 
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14號）

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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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年「제네바」에서 開催豫定인 外交會議에 提出하게 되는 2개의「제 
네바」協約追加認定書案의 準備에 대한 確實性 있는 作業에 관해서 赤十字 
國際委員會에 대하여 祝賀의 뜻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가 특히 19기年의「헤그」1972年의「비엔나」會議에 專門家 
들을 參加시 킴 으로써 議定書案 作成에 協力할 機會를 가진 事實을 多幸으 

로 생 각하며,
그러나 現在와 같은 形態의 議定書案은 武力衝突儀牲者를 위해서 赤十 

字社, 赤新月 社 및 赤獅子太陽社와 그들의 聯盟이 人道的活動面에서 수행 
한 役割에 대한 言及中 특히 「救援社」및 「國際的性格의 機關」으로서의 
役割이라는 불충불한 表現方法에 注目하며,

두 追加議定書案을 各國赤十字社와 연맹이 人道的인 役割과 活動을 容 
易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規定, 가령,

1） 衝突當事者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가 武力衝突의 犧牲者를 위해서 
行하는 모든 人道的活動의 遂行을 可能케 하기위하여, 必要한 모든 
手段과 援助를 各國赤十字社에게 提供할 것을 要請하는 總括規定.

2）「제네바」諸協約 및 議定書의 目的達成을 確保하기 위하여 各國赤十 
字社가 提供할 수있는 人員, 任務 및 事業에 관한 特別規定

을 外交會議에서 作成해주도록 要請할 目的으로 檢討할 것을 第22次赤 
十字國際會議에 依賴한다. （第32次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1973年, 
決議事項第36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73年,「테헤란」에서 第32次會議를 開催한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의「제 
네바」諸協約의 두개의 追加議定書案은, 武力衝突儀牲者를 위한 人道的인 
活動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 赤新月社, 赤獅子太陽社 및 赤十字聯盟體가 
수행할 任務에 대해서 충분히 言及되어 있지아니하다는 見解를 諒知하며, 

두 追加議定書案을 檢討하여 討議에서 진술된 意見을 諒知하며, 
1974年,「제네바」에서 開催되는 外交會議에 대해서, 例를들면 다음과같 

이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연맹體의 任務를 强化하고, 그 人道的인 活動을 
容易하게 하기위한 規定을 追加하도록 要望한다.

1） 衝突當事者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가 武力衝突의 儀牲者를 위해서 
行하는 모든 人道的인 活動遂行을 可能하게 하기위해, 必要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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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段과 援助를 各國赤十字社에게 提供하기를 要請하는 總括規定.
2)「제네바」諸協約 및 議定書의 目的達成을 確保하기 위해서 各國赤十 

字社가 提供할 수 있는 人員, 任務 및 事業에 관한 特別規定• (「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15號)

執行委員會는,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聯盟體가 國際人道法中 聯盟理事會(1973年,「테 
헤란」)의 決議條項 第36號 및 第22次 國際會議의 決議條項 第15號에 나타 
나 있듯이, 그러한 活動을 보다 廣範하게 支障없이 展開할 수 있는 보다 
좋은 地位의 再確認을 받고, 이것을 獲得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임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로서는 直接的 關心事인 國際人道法의 再確認과 發展에 관 
한 第 1次 外交會議中에 얻어진 結果에 대한 情報에 注目하고,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社聯盟에 관한 規定採擇을 위해서 外交會議에 參 
加한 여러 政府들의 支持를 確保하기 위해서 適當한 行動이 適時에 취해 
져야 할 것임을 考慮하며,

이 때문에 赤十字社聯盟이 外交會議의 節次規則 第62條에 의해서 認定 
되고 있는 그「멤버」의 活動에 관한 問題에 대해서 聲明을 낼 수 있는 權 
利를 行使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1)事務總長에 대하여 그 會議에서 創設된 赤十字社聯盟의 作業小委員會 
오ト 協議하고 나서, 文書를 準備하도록 要請한다. 그 文書에서는, 
a) 議定書안에 各國赤十字社에 관한 追加規定을 包含시켜야 하는 必 

要性을 强調하고,
b) 本主題에 관하여 外交會議에 提出된 訂正內容을 明示하고,
c) 이러한 規定을 支持하도록 各國政府에게 呼訴한다.

2) 事務總長에게 會議事務局을 통하여 外交會議에 參席하는 政府와 各 
國赤十字社에게 이 文書를 1974年末까지 送付되도륵 要請한다.

3) 各國赤十字社에게 第 1 項에서 記述된 바와 같은 決議를 使用해서 自 
ー國政府當局에 절충하여, 第2次外交會議때에 各國赤十字社에 관한 規 
定을 두 議定書안에 넣도록 要望하기를 勸吿한다.

4) 外交會議에 즈음해서 政府代表團中의 各國赤十字社代表와 聯盟作業 
小委員會는 各國赤十字社의 地位에 관한 追加規定의 採擇에 必要한 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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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를 얻어내기 위해서 努力하도록 勸吿한다. （第90次:赤十字社聯盟執 
行委員會, 1974年「제 네 바」決議事項 第 8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65年「비엔나」제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人道의 基本原則에 
따라 國際赤十字가 世界的으로 人間生命의 保護와 健康을 目的으로 한 人 
道的 任務를 遂行하고 苦難의 豫防과 輕減 그리고 永遠한:平和에의 寄與 
를 要求하고 나선 것을 想起하면서,

제 17<L8U9・20・21 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決議事項 ;제24U818-2814호로 
각각 採擇한 바 있는 平和增進과 軍備競爭非難에 대한 決議事項을 確認하 
면서,

大量破壞 武器의 存在와 開發로 因하여 ;생 기 는:世界的平和와 安全 그리 
고 人間의 生命과 健康을 威脅하는］危險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表示하면 
서 이러한 武器는 國際的緊張의 加一層緩和와 :世界의:恒久的平和達成을 
바라는 모든 善意의 사람들의 所望에 背馳된다는 것을 注目하고 모든 政 
府에게 大量 破壞武器 禁止에 關한 合議가 이루어지도록」하는 緊急措置가 
取하여지기를 勸吿하며, 'マ岂

ICRC는 民間人을 더욱 잘 保護할 수 있도록 努力을,傾注해야 할 것이 
며 特히 大量武器를 使用함으로써 惹起되는 苦難으로부터 保護하는 일에 
特別한 관심을 두도록 勸誘하며,

赤十字社가 政府와의 協力을 強化하여 이와 같은 問題를 適時에 解決토 
록 要請하며 모든 政府에게 이 分野에 있어서 國際赤十字의 努力을 i支援 
토록 要求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12, 1977.10.「부카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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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民間人의 保護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의 威脅이 란 惡夢으로부터 全國民을 救하기 위한 效果的 方法이 講 
究되어 야겠 다는 全世界의 普遍的 與論을 感知하고,

1954年「오슬로」에서 열린 聯盟理事會의 要請에 I따라，赤十字國際委員 
會가 起草한「戰時에 있어 民間人에 發生하는 危險의 制限을 위한 規定」 

을 檢討한 결과,
만일 불행하게도 武力衝突이 勃發했을 경우, 民間人의 保護를 위한 法 

案으로서 종전에 : 認定되 어 온 諸規則을 改正 補完하는 規則을 制定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考慮하고,

提出된 規定案의 諸目的은 赤十字의 理想과 人道의 要求에 一致한다고 

判斷하며,
赤十字感際委員會에 :대해서, 戰爭의 諸惡으로부터 民間人을 保護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도록 促求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匚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를 대신하여，規定案과 그 

討議記錄諸提案 및u修正案의 本文을 各度政府가 檢討할 수 있도록 各國政 
府에 傳達할 것을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3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民間人의 保護를:위한£分野에 있어서의 各國赤十字社의 役割에 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員및 赤十字社聯盟이 提出한 諸報吿書를 注目하며,

이들 報吿書를 承認하고, 그 作成者들에게 感謝하며,
本會議가 民間人의 保護를 위하여 온갖 實際的方法을 採擇함이 重要하 

다는 事實을 再確認하고,
이러한 여러 方法에 대해서 最大限의 觀心을 보일 것을 各國政府에 要 

望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 民間人들이 赤十字로부터 받을 수있는모든 援 

助를 받을 수 있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가 그 報吿書안에서 提示했고，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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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社聯盟이 그 救護案內書에서 提起하고 있는 行動指針과 計劃에 따 
라서 行動하도록 要望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4號）

理事會는,

國際的인 性格을 띠지 아니 하는 武力衝突의 犧牲者가 適切한 保護를 받 
고 있지 아니하다는 절을 考慮하여,

赤十字의 任務는 武力衝突黴牲者의 保護를 위한 實踐과 改善을 위하여 
努力하는 것임을 考慮하고,

이들 武力衝突嚴牲者에 대하여, 人道的인 諸原則의 效果的인 實踐을 要 
求한 지 난 날의 赤十字國際會議의 諸決議事項 특히 第16次會議의 決議事 
項 第14號, 第19次會議의 決議事項 第17號 및 決議事項 第19號를 想起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와 協力하여, 특히「제네바」 
4協約에 共通되는 第 3條에 관해서, 關聯儀牲者들의 法的保護를 改善하 
는 方法이나 그들의 救護問題를 研究하도록 要請하고,

또한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이 問題에 관한 報吿와 모든 有益한 
提案을 次期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 2號）

代表者會議는,

民間防衛에 있어서의 各國赤十字社의 協力에 관한 覺書에서「아일랜드」 
赤十字社가 提起한 問題의 重要性을 認定하며,

本件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이 提出한 共同報吿도 
考慮하여,

1. 武力衝突時에 民間人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政府努力에 대하여 各 
國赤十字社가 協力함은 各國赤十字社의 本質的인 任務이며 또한 赤十 
字諸原則에 合致됨을 確認한다.

2. 民間防衛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가 參加할 範圍와 期間을 確立하기 
위하여 自國關係當局과 締結한 協定에서 各國赤十字社는 이미 參加하 
고 있는 人員이 赤十字要員으로서 明白히 認定받을 수 있는 條件을 規 
定하도록 努力하며, 이들이 各國赤十字社와 必要한 連結을 維持하도 

록 努力할 것을 要請한다.
3.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國際人道法의 範圍內에서, 특히 民間防衛에 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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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하는 赤十字人員을 保護하도록 標準識別標章을 採用함으로써 非軍 
事的인 民間防衛團體의 保護를 強化하기 위한 任務를 積極的으로 繼 
續할 것 을 希望한다. （代表者會議,「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 4 號）

代表者會議는,

1961年 가을,「프라그」에서 開催된 代表者會議가 採擇한, 各國赤十字社 
의 民間人保護에의 參加에 관한 決議事項 第 4 號를 參照하고, 赤十字國際 
委員會가 代表者會議에 提出한 民間人保護業務人員의 身分에 관한 報吿를 

諒解하며,
1.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政府의 支持를 얻을 수 

있다면, 關係各國政府나 赤十字社가 提供하는 專門家와 協議하여 武 
カ衝突時의 民間人保護組織의 人員, 資材 및 施設을 定하는 國際規則 
의 草案을 起草하고 싶다는 意向에 대하3 滿足스럽게 諒解하며,

2. 만일 草案이 作成되면, 이것을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하도록 

希望을 表明하고,
3. 各國赤十字社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努力을 支持하며, 언제나 赤十 

字가 提唱하는 戰爭載牲者의 保護를 强化함을 目的으로 하는 이 提案 

에 대 하여 自 國政府에 注意를 喚起하도록 希望한다. （百周年會議,「제 
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7 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63年,「제네바」에서 開催된 代表者會議에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7號 

에 留意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의해서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된「民間防衛 

組織人員의 身分」에 관한 報吿書를 注目하며,
討論中에 表明된 이 報吿에 관한 意見을 傾聽하고,
1. 國際法의 規定에 의해서, 民間防衛組織에 대한 保護를 强化할 必要 

性올 認識하며,
2. 國際委員會에 대하여 本會議에서의 報吿와 意見에 따라 이 分野에서 

의 活動을 繼續하며, 專門家의 會合을 開催하도록 要請한다. （「비엔 

나」1965年 決議事項 第2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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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自然的災害이건 또는 어떠한 種類의 衝突이건간에 民間人이 威脅을 받 

는 모든 狀態에서 民間人을 保護하는 問題의 重要性올 생 각하여,
, 公的機關의 補助者로서 民間防衛任務에 貢獻할 赤十字의 使命을 再認識

하고,
나아가, 民間防衛 그 自體와 그에 課해지는 任務의 槪念에 대해서는 各 

國마다 제각기 差異가 있음을 考慮하고,
赤十字의 主要한 役割은, 儀牲者에게 人道的援助를 주는 데 있음을 想 

起하고,
赤十字만이 活動할 수 있는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면, 이는 특히 赤十 

字의 標章이 지니는 普遍的信賴에 基因하는 것이며, 또 赤十字가 모든 사 

람들에게 最大의 保證을 提供하는 基本的諸原則의 範圍內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에 基因하는 것임을 생각하여,

赤十字를 民間防衛 任務에 參加시키는 어떠한 協定에 있어서도, 赤十字 
는 언제나 그 傳統的인 任務를 遂行할 수 있는 態勢를 간직하고, 獨自的 
으로 活動해 야 할 때는, 그 任務를 達成할 수 있는 完全한 準備를 갖출 수 
있도록 各國政府나 赤十字社에 勸吿하고,

民間防衛分野에 있어서의 赤十字活動은 國際的身分을 가진 赤十字參加 
要員이 存在함으로서 비로소 保證된다는 것을 생 각하여,

各國赤十字社,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必要가 發生하면 언 
제나 그들이 즉각 活動하기 위하여 이 方面의 發展을 可能케하는 모든 硏 
究를 계속하거 나 開始하도록 勸吿한다. （「비 엔 나」1965年 決議事項 第34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人道法이 民間防衛組織에 대한 保護를 强化시킬 必要를 認定한 196 
5年,「비엔나」에서 열린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9號를 想 

起하며
「民間防衛組織人員의 身分」에 관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報吿를 

• 諒知하고 이에 의해서 同委員會가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이래, 專門家들

의 協助를 받아 몇몇 問題들을 解決했고, 懸案중인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도 多少 有利한 基盤을 만들 수 있었음을 注目하며,

民間防衛組織의 國際法的保護의 强化는 武力衝突에 適用되는 法과 慣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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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再確認과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보다 廣範圍한 努力의 一環임올 強調 

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이 分野에 있어서의 努力을 계속하고，現行 

의 人道主義協約, 특히 1949年 8月 12日字 戰時의 民間人 保護에 관한 
第 4「제 네 바」協約의 規定을 補完하는 規則을 各國政府에 提出, 그 承認 
을 얻기 위하여, 政府와 赤十字專門家會議를 召集하도록 要望한다• （「이 

스탄불！■ 1969年 決議事項 第15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69年에서 1972年에 이르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事業報吿, 1973年 1 
月 1 日부터 6 月 30日까지의 暫定事業報吿와 1972年 年報를 回想하고,

戰時에 있어 서의 民間人保護에 관한 1949年 8 月 12 日의 第4「제네바」 
協約의 非適用으로 發生한 中東에 있어서의 占領地域 民間人들의 헤아릴 
수 없는 苦痛을 깊이 憂慮하며,

「제네바」諸協約締約國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諸協約을 尊重할 뿐만 아 

니라 그 尊重을 지켜나갈 것을 約束했다는 事實을 意識하여,
第4「제네바」協約의 履行에 관한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 

10號 및 同決議事項에 따라 赤十字國際委員會에 의해서 취해진 措置를 想 
起하고,

더욱이 中東에 있어서의 占領地域民間人의 狀況에 깊은 憂慮를 表明하고
1967年 6 月 衝突결과 占領된 地域에 대한 第 4「제 네바」協約을 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을 確認하고,
第 4「제 네바」協約의 義務를 承認하고 또 履行할 것을 關係當事國에 要 

請하고,
關係當國에 대해서, 住民들의 故國歸還 및 地域社會에의 再結合을 손쉽 

게 하기 위한 人道的義務를 履行하도록 要請하며,
中東地域에서 不撓不屈의 努力을 다하고 있는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同委 

員會의 中東代表에 대해서 謝意를 表明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3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中東衝突當事國이 第4「제 네 바」協約을 全面的으로 適用할 것 을 要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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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決議條項을 이미 採擇했으나,
기타의「제네바」諸協約 특히 그안에서의 捕虜 및 衝突로 말미암은 負傷 

者나 病者, 또는 民間人犧牲者들의 取扱에 관한 諸規定이 같은 • 當事國들 
생卜 에 의해서 全面的으로 適用되도록 간절히 要望한다. （「테헤란」1973年 決

議事項第4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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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國內騷擾에 있어서의 犠牲者

1949年「제네 바」第1, 第2, 第3 및 第4 協約의 第3條 參照.

1. 赤十字는 모든 政府的, 社會的對立 및 宗敎, 人種, 階級, 民族的인 
差異와는 相關없이 內戰이 나, 社會的, 革命的인 騷擾의 경우에 救護 
活動을 할 수 있는 權利와 義務를 確認한다.

赤十字는 內戰이 나 그같은 騷擾의 犧牲者는 모두 例外없이 赤十字 
의 一般諸原則에 따라서 救護를 받을 權利가 있음을 認定한다.

2. 內戰이 發生한 모든 나라에서 그나라의 赤十字社는 첫째로 儀牲者救 
護의 必要性을 가장 完全한 方法으로 充足시킬 責任을 지니며, 이 目 
的을 위해서 赤十字社는 極히 公平하게 모든 儀牲者를 救護할 수 있 
는 自 由를 간직함이 不可缺한 것이다. （「제 네바」1921年 決議事項 第 
14號，一般原則）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內戰이 發生한 나라의 政府나 赤十字社가 解散되었을 경우, 赤十字國際 
委員會는 狀況이 許諾하는 限 그 國家에서 救護機關을 組織하기 위하여 全 
力을 다해야할것이 다.

內戰이 發生한 國家에서의 赤十字活動이 困難했던 經驗을 想起하여 內 
戰國은 國際法의 違反을 正當化시킬 수는 없으며, 國際法은 어디까지나 
遵守되어야 한다는 事實에 대해서, 모든 政黨, 政府, 모든 國民이 注意를 
喚起한다. （「제네바」1921 年 決議事項 第14號 例外（2））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政治的인 人質制度를 非難하며, 家長 또는 기타 家族의 行動에 대한 親 
族（특히 어린이）의 免責性을 強調한다.

內戰이 發生한 나라에서, 捕虜나 抑留者들에게 자주 加해지는 끝없는 
苦痛을 悲嘆하며, 內戰時의 政治的抑留者는 1907年「헤그」協約을 起草 
한 사람들이 想定한 原則에 따라 考慮되고, 또 取扱되어야 할 것으로 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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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한다. (「제네 바」1921 年 決議事項 第14號, 決議事項 (4), (5), (6)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內戰時의 赤十字의 役割과 活動에 관한 報 
吿를 興味깊게 理解했고,

1921年의 第10次會議가 採擇한 內戰에 關한 決議事項을 想起하여, 內戰 
의 性質을 띤 敵對行爲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自發的으로 맡은 活動에 
대해서 敬意를 表하며, 赤十字運動의 基本인 崇高한 原則의 尊重을 確保 
하기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의 協議에 관한 活動을 繼續하여 주도록 同委員 
會에 期待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것을 確保하 
는데 努力할 것을 要求한다.

a) 특히 傷病者, 捕虜, 醫務要員, 醫療器材倉庫에 관한 1929年「제네바」 
諸協約과 1907年 第10次「헤 그」協約에 表明된 人道諸原則을 適用할 것.

b) 모든 政治虜捕에 대한 人道的待遇, 그들의 交換이 可能하면 그들의 
釋放，

c) 非戰鬪員의 生命과 自由의 尊重
d) 個人的性質을 지닌 通信의 傳達이나 家族과의 再會를 위한 便宜
e) 兒童保護를 위한 有効한 措置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그 實際的인 經驗을 利用하여, 內戰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赤十字에 관한 一般的硏究를 계속하고, 그 硏究結果를 
次期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14號)

第1 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內紛爭時에 救護品을 供給함에 있어, 最大限의 効率과 公正을 維持하 
는 것이 必要함을 堪案하고,

모든 種類의 救護物資가 그 地域의 當局으로부터 干涉받음 없이 當該國 
赤十字社가 犧牲者들에게 公平하게 分配하여 야 함을 宣言하고,

當該國赤十字社가 犧牲者를 위한 救護活動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必 
要하거나 緊急하다고 判斷될 때에는 赤十字國際委員會는 關係當局과 協議 
하여 救護物資配分의 主導權을 取할 수가 있다고 생 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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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當局에 대해서 救護活動을 하기 위한 모든 便宜를 赤十字에 提供하 
도록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9號）

代表者會議는,

1962年 10月 25日에서 30日까지 開催된 國內騷優犧牲者援助問題硏究를 
위한 專問小委員會의 報吿를 諒知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非國際的騷優犧牲者에 대한 赤十字의 人 
道的援助를 擴大하기 위한 活動을 繼續하도록 要望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에서 赤十字諸原則에 따른 이 努力을 支持 
하도록 勸吿한다. （「제네바」百周年會議 1963年 決議事項 第9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最近에 일어 난 國際的性質을 띠지 아니하는 武力衝突이나 國內的騷優에 
임하여, 이러한 紛爭의 犧牲者들, 특히 捕虜 및 抑留者에 대한 충분한 保 
護를 確保하는 것이 下可能했던 事例에 비추어서,

더 나아가, 1949年의「제네바」諸協約에 모두 共通되는 第3條의, 이러 

한 衝突에 適用할 수 있는 規定을 考慮하여,
1962年 10月 25日에서 30日까지 赤十字國際委員會가 開催한 專門家會議 

의 報吿를 注目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非國際的犧牲者에 대한 赤十字의 人道的援助를 强 

化할 目的으로 하는 그 活動을 繼續할 것을 促求하며,
「제네바」諸協約締約國 各國政府와 各國赤十字社는 自國內에서 이러한 

努力을 支持하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1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의「제네바」諸協約締結이래로 非國際的인 衝突이 增加하고 많은 
苦痛의 原因이 되었음을 考慮하여,

「제네바」4 協約에 共通되는 第3條가 이미 이들의 犧牲者를 保護하는데 
많은 奉仕를 해왔음에 비추어서,

그러나 本條를 보다 明確하게하고 補完하기 위한 基礎가 되는 몇 개의 
問題들이 經驗에 依해서 분명해 짐에 따라서,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하여, 人道法의 發展을 위하여 이미 시작된 全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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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硏究의 範圍內에서 특히 政府측 專門家의 協力을 얻어 이 問題에 特別 
한 注意를 기울이도록 要望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7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가 決議事項 第31號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 
하여 非國際的武力衝突의 儀牲者에 대한 赤十字의 人道的援助를 强化할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繼續하여 주도록 要請하고,「제네바」諸協約締約國 
政府나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內에서 이러한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努 
力을 支持하도록 勸吿했음을 考慮하여,

1949年의「제네바」諸協約採擇이래로, 非國際的武力衝突은 날로 增大하 
여 이미 數百萬에 이르는 犠牲者를 낳고 있음을 생 각하여,

非國際的武力衡突에 參加하고 1949年 8月 12日字 第 3「제네 바」協約 第 
4條規定에 해당하는 非戰鬪員이나 抵抗運動員은 捕虜가 되었을 경우, 어 
떠한 非人道的인 行爲나 殘虛行爲로부터 保護되며, 同協約이 捕虜를 위해 
서 規定한 바와 同一한 待遇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法的地位를 충분히 硏究 
하여, 本件에 관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8號）皿

20） 難民에 한 法的援助 第 5 章 第3 節 第 1項 第17次 國際會議 決議, 第31號, 第18次 國 
際會議決議事項第14號.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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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人質•拷問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全世界에서 人質行爲가 增加하고 있음을 憂慮하고 人質된 사람들과 이 
들의 家族이 받는 苦痛을 念慮하면서,

(a) 人質行爲를 非難하고,
(b) 모든 政府가 行動의 再發을 豫防하기 위 하여 必要한 方案을 取하도록 

勸吿한다. (제 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8, 1977.10「부카데스트」)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에서 拷問이 再燃되고 있음을 深慮하며,
拷問은 多數의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 規定에 의하여 禁止되 고 있으며 , 

더욱이 拷問은 人間의 基本人權을 侵害하며 人間의 尊嚴性을 低下시키고 
拷問하는 者나 拷問當하는 者 모두 다같이 人格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拷問은 人類의 良心을 損傷시키며 拷問이 誘發시키는 憎惡는, 人間사이 
의 平和的 關係와 安全에 威脅이 된다고 생 각하면서,

世界人權宣言 第 5 條,「市民的 權利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第 7 條, 그리 고「拷問 및 其他 苛酷하거 나 非人道的 또는 品位를 低下시 
키는 待遇와 處罰에 대한 服從으로부터의 모든 人間의 保護에 관한 1975 
年 12月 9 日字 國際聯合宣言文」에 대하여 認知하며,

拷問은 赤十字의 基本原則과 違背되며 이와같은 原則을 遵守하기 위하 
여는 拷問을 除去하는 것이 絕對 必要함을 再確認하면서,

拷問의 禁止를 明示한「제 네 바」協約 및 追加議定書의 條項 그리 고 非人道 
的이 며 品格을 低下시키 는 處遇에 대 하여 非難한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에 대 하여 이 를 認識시 키 며 遵守하도록 하는 必要性에 대 하여 留念하면서 ,

(a) 모든 形態의 拷問에 대하여 非難하며
(b) 政府와 有關國際機構는 拷問을 禁止시키는 國際的文書 및 法規의 

適用을 確保하고 拷問하는 일이 없도록 最善을 다하기를 勸吿하고
(c) 赤十字 機構들은 이러한 目標達成에 協力할 것은 要望한다. (제23 

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第14號, 1977.10.「부카레 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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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赤十字戰時事業

第1節 戰時事業對策

（1949年「제 네 바」諸協約, 특히 第 1 協約 第47條, 第 2 協約 第48條, 第 
3 協約 第127條 및 第 4 協約 第144條 參照.）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保健機構（WHO） 는 經驗을 基礎로, 또한 國際赤十字諸組織 특히 醫 
療器材硏究國際常任委員會와 協力하여, 軍用 및 一般用인 醫療器材의 統 
一에 관한 責任을 맡을 것을 希望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 
50號）

理事會는,

赤十字의 緊急救護事業의 調整 및 標準化에 관해서, 1949年 10月의 執 
行委員會가 採擇한 決議事項에 따라서 聯盟事務局이 實施한 事業을 承認 
하고,

醫療器材硏究國際常任委員會의 今後의 事業에 관해서, 各國政府 및 各 
國赤十字社에게 보내진 赤十字國際委員會의 1950年 4月 3 日字 通牒에 
留意하고,

聯盟과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서로 이 方面, 특히 醫療器材의 硏究에 대 
해서 가능한 한 긴밀한 協力이 必要함을 強調하며,

事業計劃委員會에 대해서, 全體的으로 볼 때, 赤十字의 損失이 될 것이 
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重復을 避하기 위하여,

이 問題에 관한 硏究를 그 任務 안에 包含시키도록 要望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 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7 號）

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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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 國際標準化機關과 더불어 器材의 標準化를 目的으로 
하는 國內組織이 있음을 認識하고,

醫療器材의 國際標準化에 관한 모든 提案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가 이 
들 諸機關을 충분히 利用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8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50號에 따라서 취해진 措置와, 世 
界保健機構（WHO）가 이 決議에 관하여 表明한 意見들을 注目하여,

再組織된 醫療器材硏究國際常任委員會가 提出한 報吿와 또는 今後로는 
「醫療器材國際小委員會」로 불리게 된 이 委員會에 새 로운 規則을 承認하며

輸血器材에 관한 事項은 가장 重要한 問題로써 硏究되어야 할 것임을 
主張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9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醫療器材國際委員會에 관한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의 合同 
報吿를 認知하고,

이들 두 機構는 上記 委員會의 活動이 지난날에 있어서는 지극히 有益 
하였으나, 현재에는 事情에 맞지 아니하여 딴 專門的機關이 이러한 事業 

들을 遂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에 到達한데 비추어서,
本委員會에 대해서 解散하도록 勸吿하고,
나아가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聯盟에 대하여 有能한 國際技術諸機關 및 

各國保健關係當局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여 一般用 및 軍用醫療器材와 
關係되는 問題들을 계속 硏究하여,

各國赤十字社에게 이 分野에 관한 進陟事項을 報吿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1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看護는 保健事業發展에 있어 가장 重要하다는 것, 또한 어떤 나라에서 
도, 必要에 對應하기 위한 看護業務의 量과 質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多元 
面의 看護要員이 必要함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 專門的 및 補助的인 모든 種別의 看護要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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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必要한 基本的이고도 繼續的인 訓練을 하여 各自의 責任에 따라 種別 
에 맞는 最適의 奉仕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勸吿한다.

특히 이러한 準備에는, 戰時에「제네바」諸協約에 規定되어 있는 赤十字 

標章의 保護를 받는 看護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자세한 敎育이 包含되 
어야 할 必要性을 強調하며,

또 各國赤十字社와 官 및 軍事當局間에 奉仕醫務要員의 訓練 및 紛爭 
時나 災害時에 必要한 保健衛生活動의 組織에 관해서 事前에 各自의 責任 
事項을 規定하는 協定을 맺을 것을 勸吿하며,

赤十字社聯盟과 赤十字國際委員會 主催下에「제네바」에서 共同硏究會가 
組織되어 이 硏究會에서, 緊急活動을 위한 赤十字奉仕保健衛生事業을 組 
織할 任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國際機構로부터 각자가 취급할 權限이 
있는 事項에 관하여 특별한 敎育을 받도록 希望하며,

또 聯盟看護諮問委員會의 勸吿를 留意하여 各國赤十字社가 各國看護機 
構와 緊密히 協力하여 看護의 水準을 向上시키도록 援助할 수 있는 좋은 
機會임을 認定하므로,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충분한 資格을 지닌 看護學生募集을 도와 이들 
學生들이 國際看護協會가 定한 看護에 있어서의 專門的基準의 必要를 公衆 
들에게 認識시키는데 寄與하도록 하고 또 資格 있는 候補者中에서 看護敎 
育이나 그 活動하는 여러 分野에서 指導的인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獎學金을 받을 사람의 選擇에 도움을 줄 것을 勸吿하며,

專門看護員은 看護補助奉仕員을 위한 計劃을 發展시키는 데 큰 寄與를 
했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各國赤十字社가, 看護補助奉仕員에게 必要한 사항에 관한 決定을 내 릴 
경 우, 또는 聯盟看護部의 援助下에 指導者를 위한 訓練講習會를 開催할 境 
遇, 專門看護員이 遂行해야 할 役割을 決定할 때에나 또는 이 計劃의 계 
속적 指導와 監督을 하는 경우에는 專門看護員이 이에 적극적으로 參加하 
도록 要請할 것을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8號）

代表者會議는,

看護分野에서의 赤十字의 責務에 관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 
盟이 提出한 報吿를 諒知하고,

世界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種類의 看護員이 심각한 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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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態라는 報吿作成者가 表明하고 있는 憂慮에 共感하며,
各國赤十字社는, 특히 災害나 또는 충돌時에 自國 國民에 대하여 保健 

衛生分野에 있어서 가장 알맞는 援助를 確保하기 위한 直接 또는 間接으 
로 看護要員의 募集 또는 準備에 可能한 限,最善을 다해 야 할 責任이 있 

음을 强調하고,
各國赤十字社는 公共當局이나 民間 및 軍醫務機關 기타의 醫療保健衛生 

을 專門으로 하는 國內 및 國際的 諸團體와 긴밀히 協力하여 前記의 責任 
을 충분히 지도록 希望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目的을 위해서 前記한 報吿에서 勸告한 諸措 
「置들을 可能한 限 廣範圍하게 遲滯없이 實施하도록 要望한다• （百周年會 
,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17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諸原則을 普及하고, 이 諸原則을 실제에 適用할 必要性을 認 

定하며
通信交換의 改善, 赤十字人의 訓練 및 共通目的 및 目標의 決定이 必要 

함을 認識하고,
開發을 成功시키는 要素는 各國政府가 赤十字事業의 價値를 認識하고 

모든 가능한 方法에 의해서 自國의 赤十字社를 援助하는 데 있음을 認識 
하고, 또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의 綜合的인 開發計劃에 寄與할 수 있는 보 
다 큰 奉仕를 할 수 있도록 準備를 갖추어야 함을 認識하며,

名國赤十字社는 政府에 대하여 訓練된 補助員 및 準醫療保健要員提供을 
援助하고 救急法의 敎育方法을 再檢討하고 늘어가는 需要를 따를 수 있도 

록 獻血者의 募集을 發展廣大시 키 고, 赤十字人을 社會事業專門家의 有益한 
補助員으로 만들기 위한 訓練方法을 講求하고 靑少年들이 事業計劃과 實踐 
에 보다 많이 參加하도록 獎勵하고, 赤十字人이 地域社會의 奉仕活動에 보 
다 많이 參加하도록 訓練하기 위한 地域的硏修「센터」를 發展시키도록 努 

力할 것을 勸吿하고,
또 나아가, 各國 政府 및 赤十字社에 대해서, 必要性과 資源에 관한 優 

先權을 綿密히 定하고 여 러 가지의 地域的事業에 더 한층, 많은 사람들이 
參加할 수 있도록 모든 可能한 方法을 利用할 것을 勸吿한다. （「이스탄불」 
1969年決議事項第2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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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은, 어떤 種類이건, 赤十字國際委員會 또는 中立國의 赤十字社 
로부터 醫療援助를 必要로 할 때가 있을 것을 考慮하여,

이러한 때는,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衝突當事國이 아닌 나라에서 醫務要 
員을 募集하여 주도륵 要請받을 수 있음을 考慮하고,

自然災害로 因한 被災者救護도, 赤十字社聯盟이나 各國赤十字社의 仲介 
로 醫務要員의 參加를 要求할 때가 있음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가 自國에서 公私의 諸機關과 協力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으로부터 要請이 있을 時에 提供할 수 있고, 또는 1949年 
第 1「제네바」協約 第27條에 따라서 使用할 수 있는 醫務要員豫備制度를 
編成하도록 勸吿하고,

「제 네바」協約締結國 政府에 대해서 그나라 赤十字社의 努力을 •支援하고 
이러한 豫備員으로서의 募集養成을 獎勵하도록 勸吿하고 赤十字國際委員 
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世界保健機構（WHO）의 援助를 얻어서 이 計 
劃을 遂行하고, 특히 이러한「팀」을 構成하는 要員의 地位를 規定하는 規 
則을 起草하는데 必要한 硏究를 行할 수 있는 적절한 措置를 취하도록 勸 
吿한다 （「이 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31號严严, 23,, 24＞产

21）「一般」, 第 2 次 國際會議, 第 5 章 第 1 節 決議事項第 3 號 및 第 7 次 國際會議, 決議事項 第12號,235面.
22）「醤療器材」,第6章第2節第2項（e）第3次聯盟理事會,決議事項第10腕,309面.
23）「醫療要員」,第2次國際會議,決議事項第3號,328面.第19次赤十字社聯盟理事會,決 

議事項第23號,343面.第3次聯盟總會,決議事項38號第5項b, 347面.
24）「空中爆撃의 被害者를 위 한 救護要員」, 第 6 章 第3 節 第 5 項 b, 第16次 國際會議, 決 

議事項第16號,348面.
25）「「제네바」諸協約의 普及」, 第 3 章 第 1 節, 18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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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戰時事業

（1949年의「제 네 바」4 協約 參照.）

理事會는,

平時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各國赤十字社의 活動이 그 第一義的인 目的, 
즉 戰時에 있어서의 陸 • 海上軍隊의 負傷者와 病者 및 捕虜를 援助하는 데 
있어 先入感을 갖고 行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承認한다. （第2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1922年決議事項!, b）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聯盟規約 第16條 및 封鎖效果의 輕減」에 관하여 第 1 委員會로부터 
提出된 報吿의 아래 事項들을 承說한다.
J 1. 第12次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0號 및 第13次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 9 號의 目的이 되고 있는 問題에 관한 重要한 報吿를 作成하기 爲 
한 討議에 있어 매우 많은 便宜를 提供해 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깊 
이 感謝한다.

2. 國際聯合規約 第16條의 適用 및 戰時封鎖가 미치는 苦痛이 國際聯合 
의 對象인 國家的 抵抗에 대하여 또는 交戰國介入에 關係가 없는 사 
람들（어린이, 老人, 病人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適當한 機關에 의 
해서 가능한 한 防止 되도록 努力할 것을 宣言한다.

3. 國際聯合 第2次會議의 諸決議條項에 의하고 國際聯合이 그 規約 第 
16條에 따라서 經濟上의 武器를 適用할 때 에도 人道的關係는 여전히 
維持되도록 宣言한다.

4. 前記의 人道的關係는, 醫療 및 衛生材料, 食料品 衣類를 供給함으로 
써 모든 範疇의 民間人에 대한 援助를 包含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5. 各各의 특별한 경우마다 許容될 수 있는 救護에 관한 決定을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면, 權限있는 國際聯盟當局과 連絡을 取하도록 赤十 
字國際委員會에 勸吿한다.

6. 第13次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9의 目的으로 되었던「덴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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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텐」및 ー「불가리 아」의 提案을 基礎로 하여 이 에 대 하여 救護해 야 할 
內容과 方法을 硏究하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에 勸吿한다.

7. 人道的關係維持의 原則을「宣戰時의 封鎖」에까지 擴大하고 이 目的 
을 위해서 決議事項 第6號게서 言及된 提案의 原則을 採擇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한다.

8. 前記 決議事項에 宣言된 原則 및 決議事項 第6號에서 言及한 提案 
의 全部 또는 一部의 同意를 確保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前記決議事項 
에 대해서 自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도록 各國赤十字社에게 勸吿한다.

9. 前記의 여러 提案들을 適用하기 위하여 必要하다면 關係者（交戰國, 
保護國）와 連絡을 취하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에 勸吿한다. .（「부럿셀」 
1930年決議事項第24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友好國과 敵對國의 赤十字社間 關係維持가 必要하며, 또 이것이 直接 
的으로 不可能한 모든 경우에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仲介機關으로서 行動을 
계속해 야 할 것으로 생 각하며,

國際赤十字의 構成機關은 모두가 그 能力에 따라 全力을 다해서 이러한 
行動을 支持하여야 할 것을 勸吿한다. （「스톡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 
27號）

第17次 赤十字國際홀議는,

交戰國赤十字社間의 관계를 이들 赤十字社의 要請에 따라, 促進하는 것 
은 中立國赤十字社의 義務이며,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런 때 취해진 措置 
에 대한 通報를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赤十字社聯盟이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한 援助가 
效果的인것으로 勸吿하며,

赤十字社聯盟은 戰時에 있어 서, 各國赤十字社간의 連絡을 維持하도록 勸 
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28號）

理事會는, .

「스톡홀롬」에서의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은, 赤十字社聯盟 
에 대하여 戰時에 있어서, 이 觀熱에서의 仲介機關에 의한 措置가 必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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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한, 各國赤十字社間에 있어서의 連絡을 維持하기 
위한 完全한 主導權을 가지며, 또 民間人을 위한 各國赤十字社들의 救護 
事業을 調整하는 權限을 附與하는 것 으로 思料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義事項 第9號）

第逐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 內亂, 기타 事件의 結果로 많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그 家庭 
이나 離散된 家族으로 여전히 떨어져 있음에 비추어,

또 이러한 分離로 因하여 많은 사람들이 苦痛받고 있음에 비추어,
1952年,「토론토」에서 開催되었던 第12次 赤十字國際會議가 그 決議事 

項 第20號에서 各國赤十字社는「이러한 사람들의 解放을 最大의 範圍로 
容易하게 하고 그 安否에 관한 情報를 求하고 그들에 게 救護物資傳達을 容 
易하게 하기 위하여 自國의 政府에 대한 仲介者」라고 이미 認定하고 있음 
에. 비추어서,

이 決議事項에서 表明된 諸原則을 再確認하고,
모든 各國赤十字社 및 政府에 대해서, 이러한 諸問題에 관한 努力을 

强化하고, 특히 모든 手段을 다하여, 이들 어른과 어 린이들이 그 意思에 
따라서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어디에 居住하든지 이를 不問하고, 家 
長으로 認定되는 사람의 意思에 따라서, 그 家族과의 再會를 容易하게 해 
주도록 促求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0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報吿에 의해서「토론토」및「뉴우델리」國際會議의 
各決議事項 第20號에 基礎해서 達成된 人道的成果를 諒知했고,

各國政府와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各國赤十字社의 적극적인 介入에 感謝 
하며

上記 두 決議事項에 開陳된 離散家族이 아직 모두 再結合하지 못하고 
있음을 認定하며,

權限있는 모든 赤十字機構 및 모든 政府가 理解와 平和에 도움을 주는 
이 人道的인 事業을 完遂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고 더욱 活潑하게 하도 
록 希望을 表明하며,

이러한 再結合이 實現될 때 까지 는 離散家族들의 人道的接觸에 便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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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供하도록 勸吿하며,

더 나아가 各國赤十字社는 이 領域에 있어서의 當然한 仲介者로써 이 
人道問題解決을 위해서 自國政府에 措置를 取하고 赤十字社相互간 및 赤 
十字國際委員會와 協議를 하도록 勸吿한다. （「비 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 
19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제네바」諸協約의 精神에 따라 武力衝突時에 行方不明이 된 사람의 行 
方을 찾음이 赤十字社에게 주어진 언제나 重要한 職務임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衝突 中에 死亡한 사람의 埋葬場所의 探知 및 死亡確認의 
調査를 해 나가는 것이 重要한 方法임을 考慮하여,

1. 各國赤十字社는 서로 自國政府와 協議하고, 또한 赤十字國際委員會 
와 協力하여 埋葬地에 관한 모든 情報를 交換할 것

2. 아직 登錄되어 있지 않은 埋葬地를 모든 適當한 手段으로 調査할 것
3. 屍體發堀時에는 專門家들의 助力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確認節次를 

취할 것
4. 이 決議事項에 包含된 勸吿를 施行하기 위해서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協力下에 關係赤十字社가 서로 協議할 것을 勸吿한다. （「비엔나」1965 
年決議事項第23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儀牲者의 保護者로서의 赤十字의 歷史的役割을 想起하고,
혼히 捕虜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考慮하고, 또 捕虜를 報復目的 

으로 使用한다는 것은 非人道임을 생 각하여,
國際社會가 捕虜의 人道的인 待遇 및 捕虜와 外部와의 通信의 便宜를 끊 

임없이 要求하고 있으며, 捕虜들에게 加하는 報復에 대한 非難을 認識하며 ,
모든 武力衝突 當事國에 대하여 捕虜待遇에 관한 1949年의「제네바」協 

約에 規定되어 있는, 모든 戰爭捕虜가 待遇 및 충분한 保護를 받지 못하 
고 있다는 嫌疑를 提訴하는 捕虜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限 法律上의 保 
護를 包含하여 確保할 것이며, 또 捕虜의 狀態를 改善하기 위하여 赤十字 
國際委員會로 하여금 그 傳統的인 人道的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要請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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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24號）,〇 275 285

理事會는,

離散家族再會라는 主題에 관한 지금까지의 諸決議事項의 趣旨를 實現하 
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離散을 發生케 하는 變化하고 있는 世界의 狀況에 
견주어서,

또 關係家族各者의 健康과 福祉를 害치게 하는 人道的인 여 러 面을 離 
散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赤十字社가 회원국으로 부터의 援助要請에 呼應하지 
아니 하고 있으며 , 設或 要請했음에 도 불구하고 再會가 實現되지 못하고 
있음을 注目하고,

이러한 再會를 實現할 수 있도록 모든 可能한 方法으로 援助할 것을 各 
國赤十字社에 呼訴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에 要請하고, 특히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事件과 관계없는 兒童」들의 불우한 立場을 念 
頭에 두고, 그들의 兩親이 住所를 어디로 選任하건 간에, 兩親과의 再會 

를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各自 政府에 대해서「當然한 본연의 仲介者」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要請한다. （「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34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이래로 不幸하게도 계속되어 왔거나 또는 그 뒤 
에 發生한 衝突로 말미암은 儀牲者들을 위해서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實施 
하고 있는 事業에 注目한다.

그러나 이 事業이 특히「제네바」諸協約의 規定에 따라서 交戰國에 課해 
진 人道的인 義務를, 交戰國들이 限定的으로 解釋해 버린 데서 오게 되는 
克服하기 어려운 障碍들이 너무나 자주 가로놓이게 된 點에 대해서 근심 
스럽게 注目을 하며,

이와 관련해 서 人間의 本質的인 保護를 規定하는 이들 諸協約은 國際社 
會全體에 대해서 嚴肅한 公約을 하고 있다는 事實, 또는 이 協約들의 諸 
規定은 따라서 相互主義 또는 政治的, 軍事的考慮에 屬하는 것이 아님을

26） 救護 第 5 章을 參照.
27） 占領地의 赤十字社 第 2 章 第 4 節 第 4 項 第17次 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9號.
28） 戰時에 있어서의 母子의 保護 第 6 章 第 2 節 第 6 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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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起하고,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社聯合體인 赤十字社聯盟과의 協力아래 赤十字 

國際委員會가 實施하는 泳十字'救護活動은, 差十字의 基本的 目的인 人 

間의 苦痛을 輕減하고, 모든 狀況下에서 人間을 尊重하는 것을 다지기 위 
해서, 모든 種類의 武力衝突儀牲者에게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 緊要하다는 것을 考慮하고,
諸國家의 集合體와 赤十字運動의 이름으로 活動하고 있는 赤十字國際委 

員會에 대해서 衝突의 儀牲者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人道的인 援助를 계속 
하기 위해서, 참을성있게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請하고,

關係當局에 대해서, 모든 狀況下에서, 그 諸規定이 모든 것을 約束하고 
相互主義에 從屬하지 아니하는「제네바」諸協約의 精神이나 字句와 어울릴 
수 없는 條件이나 要求에 左右됨이 없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事業遂行을 
許可하도록 勸獎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 1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武力衝突의 悲慘한 結果의 하나는, 行方不明者, 被殺者 또는 捕虜가 되 
었다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情報가 欠如되고 있음을 認定하고,

赤十字의 人道的傳統 및 1949年의「제네바」諸協約의 精神에 따라서,
武力衝突當事者에 대하여, 交戰中이나 또는 交戰停止後에 있어서의 遺 

體發堀이나 送還을 쉽게 하기 위해서, 死亡者의 무덤搜索 및 管理를 援助 
할 것과 作戰中에 行方不明이 된 사람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도록 要請하 
고,

더 나아가 武力衝突當事者에 대해서 武力衝突當事者가 아닌 第三國에 
屬하는 사람들도 包含시킨 死亡者 및 行方不明者에 대해서 그 종적을 밝 
히는 人道的使命을 遂行하기 위해서, 利益保護國,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中央調査部 또는 이 目的을 위해서 設置되는 기타의 적당한 機 
關들과 특히 各國赤十字社와 協力하도록 要請한다. （「테헤란」1973年 決 
議事項第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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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戰時軍隊의 醫務要員

（1949年의「제네바」諸協約, 특히 第1 協約 第24條, 32條, 第2 協約 
第36條 및 第37條 參照.）

「항가리」委員會의 提案은 現在로선 國際協定의 主題가 될 수 없음에 비 
추어 서,

第 5 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各社의 要員訓練을 위 
해 大規模 軍事機動演習을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範圍에 관하여 各 
國政府의 同意를 얻도록 努力할 것을 勸吿한다. （「로마」1892年 決議事項 
第9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모든 專門的 또는 補助的 軍 및 民間醫務衛生要員은 1949年의「제네바」 
諸協約에 따른 權利와 義務에 대해서 충분한 知識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하며,

「제네바」諸協約과 普及에 관해서 協約當事者인 各國政府가 締結한 約束 
을 考慮하여,

그 決議事項 第52號의 第3—4項에 記述된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希 
望을 堪案하여,

各國政府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1949年의 「제네바」諸協約을 看護 
및 補助看護學校에서의 必須科目으로 넣게 하고, 赤十字奉仕補助員 및 安 
全要員의 講習에도 包含시킴으로써 自國의 醫務要員들에게 同協約올 普及 
시키기 위한 努力을 强化하고, 調整하도록 要望한다. （「비 엔나」1965年 決 
議事項第33號）

234



第5 章 第1節 各國赤十字社의 救護組織

第 5章 救護分에 있어서의 赤十字活動

第 1 節 各國赤十字社의 救護組織

平時에 住民들을 괴롭게 하는 災害에 있어서의 救護와 援助를 規定함은 
各國赤十字社의 힘찬 發展의 한 條件이며, 그들의 戰時活動을 위한 效果 
的準備인 것이다.

따라서 救護를 하는 赤十字社는 平時에 있어서도, 戰時義務에 맞먹는 
人道的事業, 즉 戰爭과 마찬가지로 迅速하고도 組織化된 援助를 必要로 하 
는 公衆災害時에 救護를 施與하는 데 獻身해야 할 것이다. （第2次 赤十 
字國際會議,「베 를린」1869年 決議事項 第 3號, 第20項, 第21項）

各國赤十字社는 平時에 적극적인 活動을 함으로써 그들의 本務인 戰時 
活動을 위한 最善의 準備가 되 는 것이 다. 第 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公衆 
災害時에 住民들을 위한 救護事業에 赤十字가 參加하는 것을 이러한 뜻에 
서 承認한다. （「세인트 • 피터스버그」1902年 決議事項 第12號）

第1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各地方 또는 地域委員會에 支部 또는 地區를 둔 災害救 
護事業部門을 設置하도록 勸吿하고,

各國赤十字社는 여러 型態의 救護를 위한 要綱을 마련하고 奉仕豫備員 
을 訓練하며, 與論을 啓發하여, 救護事業을 위한 準備基金과 손쉽게 利用 
할 수 있는 資材를 마련해두도록 勸吿한다. （「제네 바」1923年 決議事項 第 
6.第2項，b）, c））

理事會는,

赤十字 가 특히 지난 數年동안에 緊急活動을 必要로 하는 災害狀況에 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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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한 能力을 發揮했던 것을 考慮하고,
나아가 이러한 活動이 國際的水準의 調整을 必要로 하며 聯盟事務局이 

이 調整을 맡는 本來의 機構임을 考慮하여, '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緊急災害救護分野에서의 各國赤十字社에 대한 業 

務를 強化擴張할 것 과 各社를 통하여 適當한 各阚政府機關과또는 직 접 國 
際的 機關과 協力을 받을 수 있도록 協議하고,. 또는 赤十字가 自然災害狀 
態에 適應하는 最善의 組織이 란 認識을 確保하도록 指示한다. （第23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오슬로」1954年 決議事項 第10號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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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赤十字國際救護

- -------------------

第1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救護一般管理에 관한 資料를 收集, 分析하기 위해서 救護部門을 國際赤 
十字內에 創設할 것을 提唱한다. 救護部門은 緊急時에는 國際的인 援助가 
供給될 範圍를 決定하고, 企劃된 國際的인 救護活動의 運營을 調整하는 것 
으로 한다. （「제네바」1923年 決議事項 第6號 第2項）

總會는,

聯盟事務局이 國際救護活動에 關해서 達成하도록 하는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聯盟事務局內에 資料收集 또는 各國赤十字社에 有効하다고 認定하 
는 情報傳達 또는 各社 自體活動의 實施나 各社活動을 서로 調整하는 努力 
을 促進함을 任務로 하는 救護部門을 創設하는 데 全面的으로 賛成한다. 
（第3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21號）

理事會는,

人間의 苦痛을 輕減하기 위한 活動은 人類의 紐帶와 平和의 發展에 寄 
與하는 것으로 思料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效果的인 成果를 거두어 
서 苦痛을 減少시 키 기 위한 그들의 事業活動을 迅速히 強化하도록 要請하며

赤十字社聯盟의 義務는, 各國赤十字社간의 相互救護를 容易하게 하고 
이 目的을 위해서 各社간의 接觸을 維持하는 데 있다고 思料한다. （第19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오드」1946年 決議事項 第 3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貞際的行動에 의한 苦痛의 輕減은 人間相互間의 ;友情과 平和의 發展에 
寄與하는 것으로 생 각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實質的 成果를 거두어 苦痛을 輕減하기 위한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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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赤十字社의 相互援助活動을 強化할 것을 要請하고,
赤十字社聯盟의 義務는 各國赤十字社間의 相互救護를 容易하게 하고, 이 

目的을 위해서 各國赤十字社 間의 必要한 接觸을 維持하는 데 있다고 생 
각한다• （「스톡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35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精神아래 實施되 는 救護事業을 調整함이 必要하다고 생 각하며,
赤十字의 두 國際機關에 대하여 各自의 活動分野에서의 赤十字救護事業 

은 더 좋은 方向으로 調整하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의 行動의 自由가 完 
全히 尊重되어야 한다는 諒解아래, 情報의 相互交換을 促進할 것을 勸吿 
한다• （「스톡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36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主催아래 赤十字 緊急救護의 調整 規格化의 必要性을 認識 
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災害時에 相互援助를 한다는 兩者間 또는 地域 
的인 協定을 締結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 
로」1950年 決議事項 第6號）

理事會는,

赤十字社가 設立되어 있지 아니하는 나라에서의 災害發生時, 또는 赤十 
字社가 그 人道的인 任務를 達成하는 데 必要한 政府의 支持를 얻지 못하 
는 나라에서 災害가 發生한 경우 또는 이러한 狀況下에 있으면서도 赤 
十字社自體가 赤十字社聯盟에 呼訴할 수 없는 경우에는,

聯盟事務局이 이러한 災害가 發生한 나라의 政府에 대해서, 被害者들을 
위하여 赤十字救護物資를 搬入하도록 同意를 구하기 위하여, 加入社의 要 
請에 따라서 國聯에 대하여 交涉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決定한다. （第21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決議事項 第10號）必

代表者會議는,

自然災害의 被災者를 위한 救護活動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의 役割이

29）第19次國際會議,決議事項第1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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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增加하고 있음을 滿足스럽게 認定하며,
이 分野에서의 各國赤十字社 및 聯盟의 活動을 慶祝하며,
自然災害로 因하여 困窮해진 모든 사람들을 救하는 赤十字의 使命올 再 

確認하고,
國際的救護活動調整機關인 赤十字社聯盟의 任務를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政府諸機關이나 一般사람들에게 이러한 任務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最善을 다하도록 要請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 
1963年決議事項第2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유엔」事務總長이 第20次「유엔」總會에서 自然災害時의 援助에 관한 報 
吿 및「유엔」經濟社會理事會 第39次 會議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採擇된 
決議事項에 注目하며,

「유엔」이 이 問題에 보인 關心과, 自然災害로 因한 苦痛과 困窮을 덜기 
위해서 非政府組織, 특히 赤十字와의 協力을 바라는「유엔」의 要望에 滿 
足의 뜻을 表明하며,

「유엔」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機構의 支援과 相互援助活 
動을 더 한층 推進시킬 赤十字의 意志로 約束하고,

災害救護計劃化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災害로 因한 被災者救護를 爲해서 
國家的次元에서 救護活動指揮의 集中化 및 被災者救護를 爲한 政府, 各國 
赤十字社 및 其他 諸機關에 依한 活動을 調整할 必要性을 强調하며,

各國政府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目的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緊 
急히 講求하도록 要請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하여「유엔」및「유엔」專門機構와 國際救護分野에 있어 
서의 接觸을 維持하고, 특히 必要한 技術者를 派遣하여 赤十字社의 經驗 
을 傳達敎示하고 要員의 訓練 및 準備에 貢獻함으로써 救護活動의 編成과 
準備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를 激勵하고 援助하기를 계속하도록 要請한 
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7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救護活動의 分野에서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 
委員會의 經驗과 國家的 및 國際的인 次元에서 이들 活動이 赤十字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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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重要한 活動分野의 하나란 事實을 考慮하여,
救護活動에 適用할 수 있는 諸原則에 관해서 赤十字國際會議가 採擇한 

諸決議事項 및 1954年「오슬로」聯盟理事會가 採擇한 決議事項을 想起하며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된 報吿書 및 會議에서 있었던 討議內容 

에 注目하며,
救護活動이란 國際的인 團結의 表示이며,
救護活動의 擴大는 諸國民間의 友好關係를 強化한다는 것, 이로 因해서 

世界平和의 確立에 이바지하게 됨을 認識하고,
이러한 原則이 赤十字의 基本原則과 經驗에 비추어서 改訂되고, 救護原 

則 및 規則의 大要로서 集成되도록 勸吿하며,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와 協力下 

에 이 大要를 準備하여 次期 國際會議에 提案하도록 要請한다. （「비엔나」 
1965年決議事項第18號）初

代表者會議는,

1969年,「이스탄블」에서 確認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과의 
改訂協定에 관해서,

救護의 諸事項에서 아주 긴밀한 協力과 共同精神으로서 上記協定을 實 
施하는 데서 얻어지는 利益이 增加하고 있음을 認定하며,

1970年,「욜단」救護事業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및 各國 
赤十字社의 國際赤十字로서의 協力과 共同의 目的達成이 赤十字의 單一性 
을 보여주어 合心의 成果를 거둔 것을 考慮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聯盟이 各國赤十字社가 갖고 있는 要員, 物資, 裝 
備 및 財政上의 資源을 念頭에 두고 合同救護實施計劃을 立案하도록 勸吿 
한다. （「멕 시 코시 티」1971年 決議事項 第3 號）

理事會는,

災害의 被災者들에 대한 救護의 손길을 바라는 데 대한 關心이 높아지 
고 있다는 것,

數많은 國際的인 團體들이 災害救護를 위해서 努力하고 있음을 認定하며 
또「유엔」에서는, 災害救護問題의 中央機關을 新設하고, 또「유엔」機關

30） 第 6 章 第 3 節 第 5 項 b）를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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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各種救護活動을 動員, 指揮, 調整하며, 또 事務總長을 대신해 서 災害 
救護의 目的으로 事務總長앞으로 보내지는 寄附金品을 受領하기 위해서 
災害調整官을 任命하는 提案을 檢討中임을 注目하며,

또 第51次「유엔」經濟社會理事會의 決議事項 第1612號안에 있는 國際的 
災害救護의 分野에서의 非政府機關 및 奉仕團體에 관한 言及에 留意하며,

또 赤十字社聯盟이「유엔」事務總長에 의해서, 主要한 國際的奉仕團體中 
에서도 指導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災害時의 救護努力에 있어 
서도 指導權을 쥐어야 한다고 認定받은 事實을 생각하게 되고,

또 聯盟構成員 인 各國赤十字社로부터 聯盟에게 災害의 規模나, 그 結果 
로 일어나는 必需的이고도 災害를 입은 나라의 赤十字社와 聯盟活動에 관 
한 卓越한 情報를 傳達함과 더불어 大災害에 대해서 改善된 活動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는 要請이 增大하고 있음을 考慮하고,

全世界는, 國際赤十字가 災害의 狀況下에서 재빠르고도 効果的으로 對 
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諒知하여,

1. 災害時에 救護를 取扱하는 赤十字社聯盟의 能力을 특히,
a) 聯盟內部에 이미 있었던 活動班을 改善함으로써,
b) 聯盟의 災害對策計劃活動을 强化하고
c) 必要로 하는 赤十字社에 物質의 効果的인 供給을 확보하기 위해서 

優秀한 救援物資供給備蓄의 組織網을 設置함으로써
d) 被災國赤十字社의 충분한 協力을 얻어서 緊急時에 情報를 敏速하 

고도 効果的으로 傳達하고 流布할 수 있는 方法을 發展시키며
e) 被災國赤十字社로부터의 要請에 응하여, 姉妹社로부터의 人員供給 

이 나 他物資의 支援을 手配함으로써
强化하기 위한 즉각적 인 行動으로 옮겨질 것과,

2. 聯盟의 上記活動을 支援하기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에서 具體的인 災 
害對策計劃의 開發, 救援物資 및 裝備의 適切한 備蓄과 아울러 財政 
上의 援助提供에 더 많은 注意를 쏟도록 勸獎할 것을 決議한다. (第 
31次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20號)

理事會는,

災害의 被災者에 대해서 赤十字의 救護을 효과적으로 實施하여야 하는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음을 認定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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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害救護對策의 一部로서 , 同一한 力量을 가진「구룹」으로서 行動할 수 
있는 要員을 募集하고 訓練한다는 것 이 극히 重要함을 諒知하며,

各國赤十字社自體는 國際救護活動要員의 主要한 供給源이며, 潜在的으 
로 資格있는 救護代表를 差出하도록 더 努力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을 認 
定하며

聯盟事務局은 곧 다음 措置를 취하도록 決議한다.
1) 災害救護代表의 募集과 訓練計劃을 强化하기 위해서 또 各國赤十字 

社가 이 計劃에 다같이 參加하도록 各國赤十字社로 보내지는 關係資 
料를 發行할 것.

2) 災害救護代表訓練의 組織的方法을 모든 面에서 實施할 것. 특히, 
—— 各國赤十字社가 救護基本訓練의 目標와 目的을 定하는 것을 援助 

하고, 또 國家的次元에서의 講習에서 使用될 一般訓練細目, 訓練 
資料 및 訓練資材를 開發할 것.

—— 및 地域「레벨」에서, 특히 首席代表의 高度化한 訓練을 重 
黙으로 하는 訓練講習을 組織하고 實施해 나갈 것. (第32回 赤十 

字社聯盟事理會,「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7號)

2. 赤十字 災害救護를 위한 原則과 規則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18號에 따라서 赤十字社聯盟 및 赤 
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國際災害救護活動에 관한 새로운 諸原則을 諒知 
하며,

이들 諸原則과 規則을 承認하며,
聯盟 및 國際委員會에 대해서 다음의 本文을 刊行하여 各國赤十字社에 

配付하도록 要請한다.

一般規則

1. 適用範圍 本規則은 災害 즉 自然 또는 기타의 災難으로 起因하는 狀況 
에 適用된다.

2. 基本原則 赤十字는 人間의 苦痛을 未然에 防止하거 나 또는 輕減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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努 力하고 모든 罹災者를 救護하는 것 이 基本的 義務라고 看做한다.
救護와 相互援助 3. 各國赤十字社는 災害時에 救護活動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準備를 갖추고 있어야 할 義務가 있다.

自力으로 解決할 수 없는 狀況에 處한 境遇, 各國赤十字社 間의 紐帶 
를 强化하기 위하여 各社는 서로 援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各社는 各國의 自主性과 被災國의 主權을 尊重하면서, 이같이 서로援 
助함으로써 諸國民間의 友情과 平和를 强化하는 것에 貢獻한다.

赤十字의 任務 4. 災害의 豫防, 被災者의 救護 및 復舊는 무엇보다 먼저 
公共當局의 責任이 다. 原則的으로 赤十字의 救護는 補助的, 補完的 性格 
의 것이며, 基本的으로는 緊急時에 活動한다. 그러나 狀況이 赤十字를 
必要로 하고 赤十字가 必要한 資源과 手段을 確保하고 있을 때는, 長期 
救護事業을 遂行할 수 있다.

援助의 方法과 手段 5. 被災者에 대 한 赤十字의 援助는 感籍, 人種, 宗敎 
社會的 地位 또는 政治的 意見에 差別없이 無料로 提供된다. 赤十字의 
援助는 個別的으로 所要되는 重大性의 程度나 緊急性의 順序에 따라서 
주어진다.

赤十字救護는 注意깊게 實施되고, 그 利用에 대해서는 자세한 報吿 
를 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 .

調 整6. 災害犧牲者에 대한 援助는 國內 및 國際的 次元의 調整을 必 
要로 함을 考慮하여, 赤十字는 救護事業을 實施함에 있어 그 原則에 따 
르면서도 他國內, 國際組織이 提供하는 援助들도 考慮에 넣도록 努力하 
지 아니하면 안된다.

國內에 있어서의 段階的 組織과 準備

國家救護計劃7. 各國은 災害의 影響에 對應할 수 있도륵, 實効性있는 救 
護組織의 槪要를 定한 國家的 計劃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計 
劃이 存在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國家의 赤十字社는 이의 樹立을 促進 
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

國家計劃은 地域社會의 모든 部門, 즉 公的機關, 赤十字, 奉仕機關, 
社會福祉團體 및 適當한 個人에 대하여 災害의 豫防, 救護 및 復舊分野 
에 있어서의 任務를 明確히 割當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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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計 劃의 運營 物的, 人的 資源의 迅速한 動員과 完全有効한 利用을 確 
實히 하기 위 하여 , 國家計劃은 中央指導部의 設立을 通하여 調整하지 아 

니하면 안된다. 이 中央指導部는 災害의 被害狀況, 그 變化 및 所要에 
관한 明確하고도 公式的인 情報를 提供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赤十字 의 參加 赤十字救護事業의 範圍는 各國政府 또는 國家救護計劃 
에 의 하여 各國赤十字社에 委任된 任務에 따라 決定된다. 原則的으로 赤 
十字의 事業은 應急處置, 醫療, 看護, 食糧, 衣料 및 避難處의 供給, 保 
健敎育을 包含한 傳染病의 豫防, 社會福祉, 安否調査, 기타의 應急援助 
에 限한다.

10. 準 備 各國赤十字社는 災害時에 擔當할 責任을 完遂할 準備를 갖 
추고 있지 아니하면 안된다. 各國赤十字社는 自體의 事業計劃을 策定하 
여 이에 알맞도록 組織을 定하고, 必要한 要員을 募集, 敎育, 訓練시키 
고, 救護活動의 緊急事態에서 必要할 準備資金 및 物資를 確保해 두지 
아니 하면 안된다.

, 聯盟 의 技術的 援助 赤十字社聯盟은, 各國赤十字社가 救護活動을 위 
한 組織과 準備를 하는 데 있어서, 技術者의 業務를 提供하고 要員의 講 

習訓練에 힘을 씀으로써 各社를 援助하도록 努力한다. 聯盟은, ー國의 
赤十字社의 經驗이 他赤十字社의 利益이 될 수 있도록 各國赤十字社간 
의 情報交換을 獎勵하고 便宜를 提供한다.

12. 相互援助에 관한 協定 各國赤十字社는 隣近國 赤十字社와 災害時에 
있어 서의 相互援助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도록 努力하지 아니하면 안된 
다. 이에 관하여 赤十字社聯盟에 通報를 하여 야 한다.

13. 免稅 기타의 便宜 各國赤十字社는災害犧牲者를 위 한 輸送中인 物品을 
包含하는 救護物資의 迅速한 運送을 위해서 可能하면 無料 또는 割引運 
賃의 便宜를 自國의 官 및 個人의 輸送機關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모 
든 努力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各國赤十字社는 또 災害犧牲者를 위한 救護金品의 國內搬入이 나 또는 
通過에 대해서, 政府로부터 모든 稅金이나 關稅의 免稅를 받도록 努力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나아가 各國赤十字社는 救護活動에 參加하는 赤十字要員에 대한 旅行 

의 便宜와 査證의 迅速한 發給올 받을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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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相互援助

14. 聯盟의 任務 赤十字社聯盟은 災害時의 모든 國際救護를 위 한 情報 및 
調整「센터」이 다. 따라서 各國赤十字社는 國外로부터 의 援助를 要請하지 
아니하는 境遇라도, 大規模의 災害가 自國內에서 發生했을 때마다 被害 
의 程度 및 取해진 措置에 관해서 迅速히 赤十字社聯盟에 通報함이 緊 
要하다.

15. 援助要請과 呼訴 罹災國의 赤十字社는 國際援助를 받기 위하여는 모 
든 要請을 聯盟앞으로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은 要請에는 一般狀況, 도움받고자 하는 人員의 數 그리고 赤 
十字社의 맡겨진 特殊任務를 다하기 위하여 優先順位를 設定한 救護物 
資의 品名 및 數量 等 可能한 모든 情報가 包含되어야 한다.

이러한 要請올 받았을 때에 聯盟은, 狀況이 必要하다면, 모든 各國赤 
十字社에 대하여 ——또는 狀況에 따라서는 數個國 赤十字社에 대하여 
—— 災害 및 被災國의 社會事情에 관한 모든 必要한 情報를 內容으로 
한 呼訴를 提起한다. 聯盟은, 罹災國赤十字社의 要請 또는 同意없이는 
어떠한 呼訴도 보내지 아니한다.

그러 나 聯盟은, 비 록 被災國赤十字社의 要請이 없더 라도, 當該社의 同 
意가 있으면 特別한 援助提供을 主導할 수 있다. 要請을 받은 赤十字社 
는 援助를 申請해 온 精神에 留意하고, 緊急하고도 善意있게 이러한 申 
請을 받아들여야 한다.

16. 情報의 定期的 傳達 罹災國 赤十字社는 狀況의 推移, 傳達받은 救護 
品과 아직 도 不足한 物資에 관한 情報를 항상 赤十字社聯盟에 通報한다. 
이 通報는 앞서 呼訴를 보낸 各國赤十字社에 傳達된다.

17. 援助에 관한 情報 聯盟이 呼訴한 結果, 또는 相互協定이 나 혹은 기 타 
의 特殊事情으로 하여 어떤 赤十字社가 罹災國 赤十字社에게 援助를 提 
供할 때에는 이를 곧 聯盟에 通報한다. 이러한 情報에는, 救護金額 및 

救援物資의 量, 輸送手段 기타의 可能한 한 모든 情報를 包含시 켜 야 한 
다.

18• 外國에서의 募金 事前에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罹災國 赤十字社는 
他赤十字社의 國內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資金 기타 어떠한 形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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援助도 募集해서 는 안되며, 이 目的을 위해서 赤十字社의 名稱使用을 허 
락할 수 없다.

19. 聯盟의 連絡員 赤十字社가 國際援助를 받게 될 때 聯盟은 赤十字社에 
連絡員이나 代表「팀」을 派遣하며 이들의 名單은 可急的 速히 알리고 人 
員數는 災害의 크기로써 定해진다.

代表團長은, 당해 赤十字社를 援助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받는 救 
護物資의 接受, 保管 및 分配와 같은 業務와 情報, 通信 및 당해社에 의 
하여 實施되는 救護活動 自體와 姉妹社의 援助로 因한 쌍방 效果를 調 
和시킬 수 있는 타의 모든 活動에 관하여, 專門家팀을 正當하고도 效果 
的으로 利用하는 데 대한 責任을 져야 한다.

赤十字社聯盟으로부터 派遣된 職員은 그 赤十字社를 援助하는 일에만 
從事하여야 하며, 당해 赤十字社의 基本的인 任務마저 대신 수행하는 것 

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代表團長에 게 는 各國赤十字社로 보내 는 聯盟의 呼訴를 支持하고 또 災 

害의 결과로 發生한 必要性, 나아가서는 受領한 救護金品의 用途에 대 
하여 가능한 한, 충분히 各國赤十字社에게 通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情報를 가장 迅速하게 聯盟으로 보낼 수 있는 諸般 便宜가 提供되어 야 
한다.

團長은 당해社를 支援하는 聯盟과 各國赤十字社가 취했거 나 또 앞으 
로 취하게 될 措置를 當該赤十字社에게 通報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20. 寄附金品의 使用 姉妹社로부터 援助를 받은 赤十字社는 聯盟의 連絡 
員에게 受領한 寄贈金品의 使用狀況을 現地에서 視察할 수 있도록 機會 
를 提供한다.

20a. 會計監査의 要請 姉妹社나 聯盟으로부터 現金寄附를 받은 赤十字社는 
最終報吿가 提出되는 時期까지, 半年마다 寄附金의 出處와 또 그 期間 
에 있어서의 用途를 詳細하게 적은 會計報吿書를 聯盟에 提出하여야 한 
다. 이러한 中間 및 最終報吿書는 각 關聯期間이 끝난 두】, 가능한 한 
三月以內에 提出되어야 한다.
最終報吿書는, 公認會計士나 또는 當該國 政府가 承認한 會計檢査官이 檢 
査하여 報吿되어야 한다. 救護活動이 1年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러 
한 檢査나 報吿는 救護活動이 끝날 때까지 每年 實施하는 것으로 한다.

寄贈物資에 관해서는 이러한 物資의 出處와 用途를 明示한 報吿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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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年마다 提出되며 또 最終的으로는 救護活動이 끝날 때에 聯盟에게 提 
出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때는 會計檢査官의 檢査나 報吿는 必要로 하 
지 아니한다.

21. 寄贈社의 代表 自國內에서 救護活動을 支持하는 公衆을 위하여 특히 
情報資料를 蒐集하기 위해서 災害現地에 代表者를 派遣하고자 하는 寄 
贈赤十字社는, 被災國의 赤十字社本社의 事前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안 
된다. 또한 聯盟에 대해서도 이를 通知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22. 聯盟에 對한 委託實施 罹災國赤十字社의 管理組織이 災害狀況에 對處 
할 수 없을 때에는, 聯盟은 當該社의 要請에 의하여 또 그의 協力을 얻 
어서 救護活動의 局地的 指導 및 實施를 擔當할 수 있다.

23. 外國人要員 寄贈赤十字社에서 提供하는 要員은, 罹災國赤十字社內에 
서 救護活動의 指導와 實施가 聯盟에 委託되어 있을 때에는 聯盟의 管 
理下에 屬하게 된다.

24. 要請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自 發的인 救護 一國의 赤十字社가 聯 
盟이 보낸 呼訴에 記載되지 아니하는 救護物資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 
저 罹災國赤十字社 또는 聯盟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안된다. 어느 赤 
十字社가 聯盟으로부터의 呼訴는 없지만 罹災國赤十字社에게 救護物資 
보내기를 希望할 때에는, 事前에 罹災國赤十字社의 同意를 必要로 하고 
聯盟에도 通報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24a. 援助받는 期間中의 救護品寄贈 自國에서 必要하여 國際援助를 받게 
되는 赤十字社는 聯盟의 事前 承認없이 같은 性格의 援助를 다른 姉妹 
赤十字社에게 寄與케할 수 없다. （此項 1977.10.4「부카레스트」第23次 
國際會議決定事項）

25. 寄贈金品 使用 ー國의 赤十字社로 보내진 寄贈金品은 指定된 目的에 
만 使用할 수 있고, 먼저 罹災者에게 직접 救護하기 위해 提供된다. 受 
益赤十字社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受領한 現金을 一般豫算에 包含되 
어 있는 管理費로 充當할 수 없다. 또 受益赤十字社는 同社에 寄贈된 
現金을 他團體나「그룹」이 使用할 수 있도록 그 團體나「그룹」에 돌려 
줕 수는 없다.

만약 救護作業의 進行中에 受領物資의 一部을 賣却하거 나 또는 交換 
할 必要가 생겼을 경우에는, 寄贈社나 또는 이를 代表하는 聯盟에 相議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入手한 資金이나 物資는 오로지 救護活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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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만 使用된다.
26. 救護 剩餘物資 및 基金의 處理 救護活動이 終結된 以後 保有하고 있 

는 救護物資나 基金은 聯盟이 該當 寄贈赤十字社와 相議한 다음 罹災國 
赤十字社와 聯盟 兩者間의 合意가 이 루어지 기 前에는 使用 또는 支出해 
서는 아니 된다.

이와같은 協定에는 寄贈 赤十字社에 物資 또는 基金을 返還하는 問題 
도 包含될 수 있다.

27. 救護의 傳達과 轉送 ー國의 赤十字社로부터 罹災國에 보내지는 救護 
金品은 언제나 罹災國赤十字社에게 直接 또는 聯盟의 仲介를 通해서 보 
내진다. 聯盟앞으로 送金된 資金은 그 災害를 위해서 寄贈된 寄附金으로 
特別히 指定되어서 罹災國赤十字社로 보내지든가, 또는 당해 赤十字社의 
同意下에 聯盟이 救護活動의 所要에 따라서 利用한다.

各國赤十字社와 聯盟은, 非赤十字측으로부터 罹災國에 보내는 救護金 
品을 傳達해 주는 데 同意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境遇 救護金品은 被災 
國赤十字社에 반드시 보내져야 하며, 當該赤十字社는 本規則에 따라서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다.

最終規定

28. 特別한 境遇 戰爭, 內戰 또는 國內騷擾가 있는 나라에서 災害救護事 
業을 하지 아니 하면 안될 경 우에 대 하여 는, 1969年 4 月 25 日 의 赤十字 
國際委員會와 聯盟간의 協定條項에 의하여 規制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4號.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19號 （15-3,19, 25-2 修正勸吿） 및 第 
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18號（17,20,20 
a,27 修正 •追加勸吿）에 따라서,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테헤란」1973 

年）는 決定事項 第 1 號에 의해서, 15-3,17,19,20,20a,25-2,27의 修正 및 
追加를 決定했다. 또한 第2次 國際會議（「부카레스트」1977年）는 決定 
事項 第 1 號에 의하여 15,19,24a（新設）, 26을 修正했다. 上記譯文은 修 
正 ・追加後의「텍스트」에 의한 것임〕）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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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國政府에 대해서, 自然災害에 대한 國家的인 準備를 要請한 1968年 
12月 19日의 國際聯合總會 決議條項 第2435號를 注目하고, ー國에 災害가 
發生했을 경우, 迅速한 措置를 講求해 야 할 必要性을 認知하고,

이 會議가 採擇한 災害救護規則을 基本으로 하는 事前計劃의 線에 따라 
赤十字와 協力해서, 迅速 적 당한 措置를 可能하게 하는 데 必要한 法制를 
策定하여, 採擇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든 各國 政府에 대해서 이의 進行을 
要請한다. （「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5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現世紀에 있어서 國際社會는, 어떠한 形態의 것을 不問하고 人間 苦痛 
을 救濟할 責任의 增大性을 認識하고 있음을 諒知하고,

모든 表面上의 人間의 苦痛은 人類良心의 깊은 關心事이 며, 世界의 與 
論은 이러한 苦痛을 救濟하기 위한 實效性 있는 行動을 要求하고 있음을 
斷言하고,
,「유엔」憲章에 定해진 國際社會의 重要한 目標의 하나는 經濟, 社會, 文 
化 또는 人道的性格을 띤 諸問題들을 解決하는 데 있어서의 國際協力의 
成果를 올리는 데 있음을 斷言하며,

國際社會가, 國際協定의 結果, 國際赤十字나 기타의 公平한 國際人道機 
構를 통해서 여러 形態에 의한 人道的救護를 行할 수 있는 能力을 增大시 
킨 데 대하여 滿足스럽게 注目하며,

國際社會는 自然的 또는 其他의 災害狀況下에 있는 民間人에 대해서 신 
속하고도 實效性이 있는 救護活動을 確保하기 위하여 ー步 前進한 措置들 
을 취하여야 할 것 임을 認定하고,

다음의 原則宣言올 採擇한다.
1. 災害狀況下에 있는 人類 및 國際社會의 基本的關心은 個人의 保護와 

福祉 및 基本的人權의 擁護에 있다.
2. 自然이나 기타의 災害狀況下에 있는 民間人에 대한 公平한 國際的人 

道機構세 의한 救護는 可能한 限 人道的이 고도 非政治的인 問題로 取 
扱되고, 이러한 組織의 中立性에 對한 衝突當事者의 信賴를 維持되 
도록 하기 위 하여 主權 기 타의 合法的 權利의 侵害를 피 하도록 組織되 

지 아니하면 안된다.
3. 民間人을 의한 公平한 國際的人道機構의 活動은, 迅速한 行動과 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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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의 效果的인 割當을 確保하고, 努力의 重復을 피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4. 民間人을 위한 災害救護는 差別없이 提供되어야 하며, 公平한 國際 
的人道機構에 의한 이러한 救護品提供을 非友誼的인 行爲로 간주해서 
는 아니된다.

5. 모든 國家는, 災害狀況이 被災地의 民間人의 生命과 福祉를 위태롭 
게 하는 경우에, 이러한 民間人을 위해서 公平한 國際的人道機構가 提 
供하는 救護物資의 通過, 接受 및 分配를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自 
己主權 기타의 法的 權利를 行使하도록 要求한다.

6. 災害地域의 모든 當局은, 公平한 國際人道諸機構에 의 한 民間人을 위 
한 災害救護活動을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스탄블」 
1969年,決議事項第26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68年 12月 19日에 採擇된 國聯總會 決議條項 第2435號 （XXH）의 原則 
및 潜在意義에 留意하며,

災害로 因한 影響의 輕減과 관련하여, 生命과 財產을 救하게 될 많은 科 
學的, 技術的의 進陟이 進行中에 있음을 認定하며,

各國과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共同作業을 해서, 自然災害의 科學的인 
理解에 必要한 資料를 記錄하여 分配하고 交換할 것과, 災害 發生前後에 
豫知, 警吿 또는 緊急, 準備 및 對處를 하기 위하여 人工衛星,「레이더」, 
地震計, 工學, 光線,「콤퓨터」와 아울러 近代的인 通信 등 여러 方法을 可 
能한 限 最大限으로 利用하도록 要望하고,

各國政府 및 赤十字社에 대하여, 怒氣찬 自然의 힘을 抑制시키고 被害 
를 最小化하기 위한 災害救護活動을 調整하고, 人間의 苦痛을 豫防, 輕減 
하기 위하여, 이들 科學과 技術의 發展 및 進步를 가능한한 支持, 分配 
應用하도록 要求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27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73年 8月 「노르웨이」에서 開催된 武力衝突에 있어서의 救護活動의 
目的과 方法에 관한「세미나」의 報吿에 대하여 注目하며,

1969年,「이스탄불」의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災害狀況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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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民間人의 國際的 人道的救護를 위한 原則宣言」이라고 指稱한 決 
議事項 第26號에 관련하여 ,

自然的이거나 人為的인 간에, 大災害時의 救護活動을 改善할 必要性을 
念頭에 두고,

이 目的을 위한 準備對策을 擴大할 必要性을 强調하며,
그 主要한 責任은 被災國이 나 또는 被災地域의 中央 및 地方當局에 있 

음을 カ 說하고,
또 이러한 種類의 中央이나 또는 地方當局으로부터 援助要請을 받았을 

경우에, 援助를 줄 수 있는 準備를 갖추어 두어야 할 國際社會의 責任을 
カ說하면서,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1. 즉 中央 및 地方의「레벨」에서는 中央 및 地方의 緊急計劃에서 救護 
準備를 할 것, 回轉備畜物資를 設定하고, 資材動員計劃을 樹立할 것, 
救護活動에 參加할 中央 및 地方要員을 訓練할 것과 衛生狀態 및 食 
糧과 食生活慣習에 관한 事前情報蒐集을 包含하여 , 醫藥品 및 食糧 榮 
養의 分野에 있어서도 準備를 할 것.

2. 國際的「레벨」에서는, 適切한 災害救護計劃을 세우는 것, 選拔된 救 
護要員의 敎育과 訓練을 위한 國際「센타」를 設立할 것, 이와 아울러 
서 他의 國際機構와 協力하여, 「유엔」災害調整官事務局(UNDRO)과 
國際赤十字가 특히 一般的으로 情報事前蒐集을 包含한 救護의 主要한 
調整中心體가 될 것.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聯盟에 대해서, 上記의 勸吿를 뒤따르도록 要請한 
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8號)

執行委員會는,

各國赤十字社가 때로는 災害救護用으로 受領한 物資를 딴 被災國의 赤 
十字社에 轉送하거 나, 또는 自國內에서 딴 目的으로 使用하는 境遇가 있 
음을 注 目 하며,

이러한 行為의 基本이 되고 있는 寬大한 精神올 諒解하는 한편,
寄贈金品이 聯盟이 나 또는 赤十字國際委員會를 통해서 傳達하는 呼訴에 

公表되어 있는 目的을 위해서 使用되지 아니한다며는 赤十字의 信用이 危 
機에 처할 위험이 있으음로 모든 各赤十字社의 注意를 喚起시키며,

또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1969年 9月「이스탄불」의 第21次 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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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會議에 의해서 定해진 赤十字災害救護活動의 原則과 規則, 특히 第25 

條의 第 1節（「ー國의 赤十字社에 보내진 寄贈金品은 오로지 指定目的에만 
使用하여야 하며, 于先的으로.被災者에게 직접 救護하기 위해서 使用되어 
야 한다」） 및 第26條（「救護活動의 終結後 剩餘金品의 使用에 대해서는 被 
災國赤十字社와 寄贈社 또는 聯盟간의 協定에 의해서 定한다」）를 遵守하 
도록 强カ하게 要請한다. （第90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 1974年「제네 
바」決議事項 第19號）

3. 技 術

（a）國際的要請

理事會는,

自然의 힘으로 因한 災害發生時에,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被災國國民은 
그 住在國赤十字社의 事業 一部로서, 乃至는 그 主催下의 救護活動에 參 
加하도록 住在國赤十字社로부터 要請받을 수 있으며,

戰時에, 各國赤十字社는 自國領域 內에 居住하는 交戰國國民에 대하여 
有益한 措置를 取하는 自由가 있음을 決定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6號）

（b）特別便宜

1949年의 第3「제네바」協約, 第74條, 第75條 및 第124條
1949年의 第4「제 네 바」锡約, 第 110條, 第141條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29年의「제 네 바」外交會議 最終議定書 決議條項 第 5 號가, 各國赤十字 
社에 모든 便宜와 免稅를 提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指摘하였음을 
想起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原則을 適用하여 赤十字에 의해서 ー國에서 
他國으로의 救護資材가 輸送에 可能한 限 便宜가 提供되고, 課稅가 免稅 
되도록 하기 위하여 各國政府와 折衷하도록 要請한다. （東京 1934年, 決 

議事項第2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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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次 赤十字國際으議는,

自國政府로부터 例를 들면,
(a) 關係國赤十字社의 同意를 얻어 公務로 外國에 나가는 赤十字要員에 

대한 신속한 査證 및 旅行便宜의 提供,
(b) 赤十字事業을 위한 資金을 ー國에서 他國으로 보내는 迅速한 送金,

(c) 災害時 必要한 赤十字의 醫療用 기타 救護物資의 迅速한 無賃運送,
(d) 赤十字救護物資에 대한 關稅와 기 타 稅金의 免除,

(e) 災害救護援助를 위한 資金募集에 대한 課稅免除 등 任務遂行에 必 
要한 便宜를 提供받지 못한 各國赤十字社의 狀況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미 數많은 赤十字社에 認定된 便宜를 指摘하 
여 , 本問題에 관한 自 國政府의 注意를 換起하고 赤十字社가 災害救護에 있 
어서의 그 任務를 有効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上記한 諸便宜가 提供되도 
록 要求할 것을 거듭 促求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0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이 赤十字의 國際無線通信網의 設立 
에 관하여 提出한 報吿를 諒知하고,

이미 얻은 結果를 滿足스럽게 確認하며, 두 國際機關과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分野에서의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望하고,

現在「몬트리올」에서 開催中인 國際電氣通信聯合(ITU)全權會議, 同聯 
合會構成員인 諸國政府와 同聯合事務局에 대해서 이미 認定된 諸便宜와 協 
助에 대하여 깊은 謝意를 表明하고,

이들 機關이, 赤十字의 緊急無線國際網의 創設에 계속 協力하여 주도록 
希望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5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衝突 또는 災害時에 赤十字의 신속한 介入의 必要性이 各國赤十字社, 赤 
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으로 하여금 電話, 電信,「텔렉스」의 使 
用을 더욱 增加하게 하고 있음을 認定하며,

이러한 通信費用이 아직도 不充分한 赤十字諸組織에 있어서 武力衝突 및 
災害被災者救護用資金을 減小시키고 있음을 遺感으로 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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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機構의 電通氣信은, 緊急事態에 임하여, 最 
低價로 優先惠擇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聯盟事務局이, 특히 國際電氣通信聯合（ITU）과 本 
件에 관한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請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의 公私 電氣通信機關과 더불어, 이러한 
諸便宜의 供與에 대해서 硏究할 것을 要請하며,

各國政府가, 緊急時에 所要되는 赤十字의 電氣通信料金을 減免하는 方 
法을 考慮하여 주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6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每年, 數많은 災害로 因한 人命 및 資產의 損失과 커다란 苦痛이 빛어 
지고 있음은 堪案하여,

災害時의 相互援助는, 友好와 紐帶를 強化하는 것임을 堪案하여,
國際救護活動은, 國內的 및 國際的規模로 赤十字가 展開하는 活動의 重 

要한 形態임을 堪案하여,
敏速한 援助는, 災害에 의한 苦痛을 輕減하는 것이며,
自然災害時의 援助에 관하여 1968年 12月 19日에 國際聯合總會가 採擇 

한 決議條項 第2435號를 想起하고,
無賃 및 割引하여 航空輸送을 認定해 주었던 國際航空運送協會QATA） 

및 諸航空會社에 感謝하며,
諸航空會社에 대해서, 輸送될 救護物資를 偏見없는 條件下에서 輸送하여 

주고 특히 그 輸送費를 割引하여 주도록 要請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第23號）

執行委員會는,

1969年「이스탄블」의 第21次 赤十字會議에 의해서 承認된 赤十字災害救 
護活動의 原則 및 規則이 災害時에 있어서의 敏速한 活動性을 強調하며 
이것을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國際機構에 있어서의 빈틈없고도 完全한 災 
害對策計劃을 必要로 하고 있음을 想起하고,

同原則 및 規則의 第13條는 各國赤十字社의 責任안에서『各國赤十字社 
는 救護業務에 參加하는 赤十字人員에 대한 施行의 便宜 및 査證의 迅速 
한 發給을 얻기 위해서 努力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254



第5章第2節 赤十字國際救護

것을 注目하며,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그 決議事項 第25號에서「이 會議가 採擇한 

災害救護規則을 根據로 하여 事前計劃의 線에 따라, 赤十字와 協力해서, 
재빠르고도 適宜한 措置를 可能하게 하는 데 必要한 法制를 策定하여 採 
擇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든 政府에 대해서 그렇게 推進해 나가도록 要請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認定하고,

經驗이 가르키는 바에 의하면, 災害救護의 나라代表團의 査證入手節次 
에 時間이 걸려서 그 派遣을 자주 遲延시켰으며, 其間 너무나도 많은 경 
우에,「消防」要員을 召集할 境遇에 격는 制約的인 要因과도 같은 것을 憂 
慮하고

正式赤十字社聯盟代表나 또는 同聯盟의 呼訴에 응해서 提供되는 各赤十 
字社代表團의 入國節次의 簡易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自國政府에게 陳 
情하도록 各國赤十字社에게 要望하며,

災害時에 救援을 請할 때에 救援을 바라는 社는, 自國政府로부터 正式 
聯盟代表나 또는 聯盟의 要請에 의해서 派遣되는 赤十字社의 代表團이 査 
證을 必要로 하든가, 入國地點에서의 査證發給에 同意하든가, 그 외에 聯 
盟代表나 또는 各社의 代表團이, 政府規定을 尊重하면서도 遲滯없이 이 活 
動을 開如할 수 있는 딴 節次를 別定함으로써 聯盟代表나 또는 各社代表 
團의 入國問題를 簡素化하는 데, 便宜를 提供하는 나라의 政府가 모든 配 
慮를 베풀도록 하는 保證을 받아서 그것을 聯盟에 通知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救護諮問委員會가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에 거듭 決議事項으로 
提案하기 위해서 本主題를 再檢討하도록 勸吿한다. （第90次 赤十字社聯盟 
執行委員會, 1974年,「제네바」決議事項 第20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 （1969년「이스탄블」）에서 採擇된「赤十字災害救 
護를 爲한 原則과 規定」에서 災害時 迅速한 活動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國 
內赤十字社나 赤十字國際機構가 注意깊고 완벽한 災害對備計劃을 樹立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을 想起하면서,

上記 赤十字原則과 規程 第13條에 赤十字社는 救護活動에 臨하는 赤十 
字要員들에게 急速한 査證發給과 施行便宜等에 特히 責任져야 한다고 되 
어 있음을 注目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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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1969년「이스탄블」） 決議事項 第25號「그러치 못 
.한 모든 政府는 赤十字와 聯關시 켜 이 會議에 서 採擇한 災害薪護’規定에 따 
라 作成한 事前計載에 준히여 즉각 그리 立 적절한 措置를 할 수 있거i 하 

는 必要한 立法을 成案하고 通過시 킬 것 을 勸誘한다」를 쟁 각하면서 災害 
救護要員 및「팀」에 대 한 査證發給에 있어 서 節次에 所要되 는 時間으京 때 

때로 出發이 遲延되는 事例를 나타내고 있음은 유감으로 생 각하며,
赤十字社는 政府에 대 하여 赤十字社聯盟의 要請에 따타 入國하는 公式 

代表 또는다른 赤十字社에서 派遣되는 赤十字社 公式「팀」의 入國者에게 
政府節次의 簡素化를 위 해 交涉해 £주기 를;권장하며 , 어 느 赤十字社나 災害 
로 因하여 援助를 要請할 때 政府에 대하여 聯盟이 派遣하는 救護要員에 
계 이들이 聯盟公式代表든‘ 赤十字社가 추천한「팀」이든간에 入國節次 簡 
素化의 利點으로써 그 나라의 法的節次를 取하는 동안 査證 義務問題 入 
國 現地에서 査證發給 또는 遲滯없이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救護要員 
에게 便宜提供 等이 保障되어야 하며,

赤十字社의 呼訴에 따라 政府가 措置하는 方案에 關하여 赤十字社聯盟 
에 퉁보하도록 建議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5,「부카레 스 
트」岂977.10.）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非常用 無線通信網이 相當한 發展을 보고 있음을 滿足히 여기 
면서,

非常事態時 赤十字는 犧牲者에 對한 救護活動을 위하여 指揮部에 直通, 
固定 그리 고 迅速한 通信網을 갖고 있어 야 함을 強調하면서,

赤十字에게 이 分野를 위하여 많은 施設을 認可해 준 國內 및 國際行政 

機關에 感謝하며,
1979년「제네바」에서 開催될 世界 行政無線通信會議에 이 非常通信網이 

더욱 所要되며, 特히 周波數의 追加認定을 可能토록 하는 實質的인 方案 
이 나오도록 建設的인 接近의 모색을 要請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 
決議事項 9.「부카레스트」!977.10.）

（c）財政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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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의 災害로 因하여 發生한 問題의 緊急解決을위해서, 國際財團이 設 
定되 고, 各國赤十字社는 곧 그 設立에 專念하도록 勸吿한다. （「제 네 바」1 
921年,決議事項 第16號 第6項）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해서 設置된 調査委員會가 1939年에 起草한 
報吿중, 특히 特別救護資金의 設定에 관한 同委員會의 結論을 參照하고,

1946年「제네바」에서 開催된 各國赤十字社豫備會議가 本件報吿를 하여 
承認한 점에 비추어,

各國赤十字社 및「제네바」諸協約精神에 따라 活動하는 其他 機構가 實 
施하는 武力衝突의 犧牲者를 위한 救護事業에 대해서 敬意를 表함과 더불어

이 救護事業에서 보여준 紐帶가 進展하여, 이러한 相互 救護事業이 各 
國赤十字社自體, 또는 仲介機構으로서 活動하는 國際赤十字機構 혹은 各 
國赤十字社가 緊急時에 使用하기 위한 國際救護資金으로서 그 年次豫算에 
計定하는 등의 어느 한 方法으로 特別豫備資金을 設定함으로써 더욱 有効 
하고도 迅速하게 實施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第38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苦痛의 救濟를 위하여 各國赤十字社가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送付하는 救 
護品의 荷物取扱費와 運送費를 負擔하는 것은 同委員會의 責任이 아님을 
堪案하여,

各國赤十字社가 이러한 目的으로 救護物資를 赤十字國際委員會에 送付 
하고자 할 때에는 當座計算을 後者의 處理에 맡기도록 하는 同時에, 後者 

는 運送 및 荷物取扱費의 計算書를 適當한 때에 赤十字社에 送付하여, 同 
社와 赤十字國際委員會間 去來計算의 收支가 調整되어야 할 것임을 決議 
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9號）

理事會는,

「비 엔나」•「세미 나」（1957年 7 月 22日）의 다음 勸吿를 承認한다. 즉,

各國赤十字社는 災害時에 赤十字社聯盟의 載量으로 使用할 수 있는 前 
渡基金을 同 聯盟에 設立하고,

257



第5章第2節 赤十字國際救護

特定支出이 聯盟으로부터 通報되었을 때는 各社는 이것을 補充하도록 要 
請한다.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13號 
(a))

理事會는,

19기年「멕시코시티」에서 開催된 第31次理事會에 提出하여 採擇된 救護 
諮問委員會의 報吿書의 14(b)節에 記述되어 있는 勸吿 즉,

「災害救護를 위해서 聯盟으로 보내진 資金의 一定率올 聯盟이 留保하 
는 것을 認可하도록 考慮해야 할 것이며, 이 留保金은 災害救護活動全 
股의 管理費에 充當하도록 할 것」

을 再檢討하여,
이 節을 撤回하는 데 同意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 

973年,決議事項第9號)

4.國際救護促進方案

(a)方 案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自然災害 및 其他 緊急狀況時 赤十字가 犧牲者를 爲한 援助에서 重要한 
分面을 차지하고 있음을 考慮하면서,

어떤 赤十字社가 自己自力만으로 解決할 수 없는 緊急狀況에 逢着할 경 
우 赤十字社間의 結束과 서로 援助하려는 그들의 任務에 대하여 再確認하 
면서,

困境을 겪 는 罹災民의 苦痛은 대부분 그들에게 적절한 援助를 도달시키 
는 速度如何에 달려 있음을 想起하면서,

아직도 緊急히 援助해야 할 必要性이 있는 對象에게 주어질 國際救護物 
資 및 救護要員의 活動을 遲延시키 는 많은 障害와 애로가 있음을 指摘하 
면서,

이와같은 障害에 대하여 赤十字社 聯盟과 UNDRO가 共同 硏究함으로써 
結果的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方案과 救護要員과 救護品의 迅速한 移 
動을 推進토록 하는 建議案을 만들게 하고 있음에 대하여 滿足하게 注目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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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8 월 3 일「유엔」經濟社會理事會 第2084次 本會議에서 採擇된바 
있는 決議事項 第2102號를 注目하면서,

附錄에 明示한 聯盟一UNDRO의 建議事項을 支持하며,
「UN」總會가 이를 採擇하기를 要望하고,
救護活動과 關係되는 各國赤十字社, 各國政府, 政府間機關 및 非政府機 

構에게 이들 建議事項을 最大限으로 實踐하여 줄 것을 勸誘하며,
赤十字社聯盟에게 ICRC와 連絡하여 災害救護와 關係되는 特히 UNDRO 

같은 機關과 함께 國際救護品의 發送 및 救護要員의 移動에 있어 逢着하 
고 있는 障碍와 애로를 克服해 나가는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望한다.

建議事項

建議事項A.
「UN」總會 決議事項 第2816號 第8項에 依據 受惠國이 되는 政府는 모 

든 國內救護活動을 協調하는 하나의 國家救護機關이 없을 境遇, 이를 指 
定토록 建議하며 이 機關은 國外로부터 必要로 하는 救護品을 明示하며 
數量을 決定하기 위하여 關係 政府部署나 國內 및 國際救護機關과 協調 

한다.

建議事項B.

受惠國이 되 는 政府는 救護品運送에 있어 서 （普通 常用 輸入物資가 아님 ） 
認定된 救護機關의 適切한 文書가 添付될 境遇 出處 및 送狀에 대한 영사 
증명을 免除토록 決議한다. 이와같은 文書의 例는 聯盟이 建議한 國際災 
害救護活動을 위한 普及物資 運送에 所要되는 포장 표찰 또는 表示節次 
UNICEF宣傳 目錄 그리고 其他 認定된 救護機關의 比等한 文書에서 찾을 

수 있다.

建議事項C

受惠國이 되는 政府는 各種 災害를 위하여 運送되는 救護物資에 適用되 
는 關稅 協力協議會 協約附屬書의 範圍（제 3 항-28항）를 擴大 適用하여 輸 
入이나 輸出 許可書의 要求를 免除토록 建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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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事項D.

受惠國이 되는 政府는 ——衛生 및 動物保護를 위한 最低基準에 適合하 
는 範圍로—— 災害罹災民의 保護를 위한 必須的救護物資를 받아들이 는데 
阻害가 될 境遇에는 食糧輸入品의 消毒證明이 나, 制限에 관한 通常的具備 
要件을 免除하도록 建議한다.

建議事項E.

모든 政府는 國際的으로 認定된 救護機關 代表로서 救護要員으로 公務 
를 띠고 入國할 境遇, 通過査證이나 出入國査證 申請을 免除하도록 建議 

한다. 이와 관련하여 第33次 聯盟理事會 決議事項 第13號로 採擇된 內容 
에 留意하고 各國政府는 오는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에 同 決議事項의 採 
擇을 承認함과 同時에 其決議條項을 一般化하여 國際的으로 認定된 救護 
機關을 代表하는 모든 救護要員에게 同條項이 適用될 수 있도록 승인하기 
를 권유한다.

建議事項F.

모든 寄贈者들은 該當 救護當局이나 機關에서 設定한 救護慾求에 따른 
優先順位에 의하여 救護에 寄與하도록 建議하며 이는 資源을 効率的으로 
活用하며 絕對 必要로 하는 救護慾求를 더욱 迅速히 充足시키고자 한 것 
이 다.

建議事項G.

救護活動과 관련되는 모든 政府 政府間機關 및 非政府機構는 寄贈者들 
에게 救護 目的에 不要不急한 物品을 寄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重要하다 
는 認識을 提高하기 위한 計劃을 遂行하도록 建議한다.

建議事項H.

모든 寄贈者는 運送物 受取人에게 緊急救護物資 運送品을 迅速히 通知 
하며 救護物資 運送節次를 檢討하고 個個의 運送品마다 상세한 화물送狀 
을 包含시킬 것이며 運送物 受取人에게 到着을 迅速히 確認할 수 있도록 

措處할 것을 建議한다. 이와 관련하여 寄贈者에게 赤十字社聯盟이 定한 
「國際的 災害救護業務用 物資運送品의 包裝 • 標札 또는 表示에 관한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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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獎例를 參照하도록 要望한다.

建議事項I.
通過國 및 受領國家의 政府는 稅關 當局에게 稅關에서 救護運送物의 通 

關을 빨리 해주기 위한 感情的이 아닌 確固한 指示를 받도록 建議한다.
이와 關聯하여 政府는 1973년 京都에서 開催된 稅關協力協會에서 採擇 

된 關稅節次의 簡素化 및 調整을 위한 國際協約 附屬書로써 1976년「브 
랏셀」에서 採擇된 緊急 運送物에 關한 附屬書 F~5에 따라 줄 것을 勸誘 
한다.

建議事項J.
모든 政府는 IATA會員이든 아니 든 간에 그들의 國內 航空會社로 하여 

금 正當학 事由에 따른 救護物資 및 救護要員의 輸送을 無料로 萬ー 不可 
能할 境遇 最少比率로 認可하도록 建議한다.

受惠國이 되는 政府는 特히 國內 航空會社에게 自國에 들어오는 救護要 
員 및 救護運送物에 대하여 비록 일반 乘客이나 商用貨物의 輸送올 遲延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이에 준용하여 惠擇을 줄 수 있도록 指示한다.

建議事項K.

모든 政府는 運送者側이 만약 救護要員의 旅行이 나 救護 普及品 및 裝 
備運送을 容易하게 하는 運送權限을 갖고 있지 아니할 境遇, 이와같은 制 
限을 완화시키도록 건의한다.

建議事項L.

모든 政府는 災害 緊急活動 最初에 있어 서 어느 地域에 대해서 나 上空飛 
行 許容, 그리고 國際救護物資 輸送을 위한 着陸權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탐색 연구할 것을 建議한다. 이는 緊急救護 段階期間에 限하여 有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特殊任務 要請에 따른 上空飛行이나 着 
陸에 의한 時間 消耗를 未然에 短縮할 수 있게 할 것이다.

建議事項M.

受惠國이 되는 政府는 公認된 救護機關要員에게 災害救護時 國際 및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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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通信으로 가용한 모든「텔렉 스」• 전보, 무선, 電話 및「라디 오」施設을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事前方案을 講究하도록 建議한다. (제 23次 國 
際赤十字會義「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 6 號)

(b)措 置

聯盟理事會는,

第9次 救護諮問委員會報吿를 注目하면서,
特히 聯盟事務局이 救護諮問委員會에 提出한 國際救護 促進方案에 관한 

報吿書를 注目하며 聯盟과「유엔」災害救護機構(UNDRO)가 救護活動과 關 

聯이 있는 많은 政府 聯盟 政府間機關 및 奉仕機構로부터 얻은 經驗을 土臺 
로 國際救護品의 傳達과 救護要員의 活動을 沮害하는 主要한 障害 및 애 로事 
項을 列擧한 것 에 대 한 調査를 共同으로 實施한데 대 하여 滿足을表하면서 ,

特히 이와같은 障害要素를 克服하기 위하여 聯盟과 UNDRO가 提出한 
建議案 그리고 救護 및 救護要員活動 促進을 위한 方案을 實行시키기 위 
한 提議에 대하여 注目하면서,

1977年 8月 3 日「유엔」經濟社會理事會 第2084次 本會議에서 決議事 
項 第2102號로 採擇되어「유엔」總會에 上程된 바 있는 事項으로써 救護活 
動과 關聯있는 政府 政府間機關 및 非政府間機構는 聯盟과 UNDRO에서 
作成한 文書에 包含되어 있는 建議事項이 實踐되도록 考慮해 주기를 主張 
한. 바 그 內容은「災害 罹災者에게 實施하는 國際救護援助를 迅速히 하여 

이에 따른 障害要素를 除去하기 위한 適切한 立法 行政 또는 運營方案의 
採擇에 대한 見解」로써 이와 같은 決議內容을 考慮하면서,

聯盟事務局 特히 救護部에는 모든 災害救護機關 특히 UNDRO와 協力하 
여 國際 災害救護品의 運送 및 救護要員의 行動을 沮害하는 要素를 除去 
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여 주기를 要望하며,

會員國에는「國際救護의 촉진方案」題目으로 提出한 報吿書에 包含되어 
있는 建議事項이 救護活動과 關聯된 政府 政府間機關 非政府間機構에서 有 
利하게 考慮될 수 있도록 最先을 다해 주기를 要求하며,

「國際救護의 促進을 위한 措置」라는 文書에 內包된 建議事項이 履行되 
기 위 하여 必要한 支援의 要望과 더 불어「國際救護促進를 위 한 措置」에 關 

한 決議內容을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에 傳達한다. (第34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 決議事項 5號「부카레 스트」1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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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救護活動의 受益者

1. 外國人 및 難民에 대한 援助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의 性格과 理想이 本質的으로 獨立, 普遍, 國際 
的임을 항상 銘記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各赤十字社는 그 活動領域 
內에서 定住하거나 또는 通過하는 外國人에 대한 援助問題에 특별한 配慮 
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 赤十字社의 眞摯한 觀心은 一般的으로 
아직 一定한 取扱基準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病苦, 貧窮에 시달리는 外國 
人들의 不安定한 狀況에 쏠려 있다. （「제네 바」1921 年, 決議事項 第 9 號, 
第1項（d））

第1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難民에게 보내는 寄贈品에 대한 關稅를 免除하 
도록 各國政府와 折衷하도록 要請한다. （「제네바」1925年, 決議事項 第 
4號）

理事會는,

多數의 赤十字社가 自國을 通過하는 難民이나 移民에 대해서 베풀고.있 
는 援助를 認識하고,

이에 관련해서, 聯盟事務局이 많은 成果를 얻고 現在까지 適用해 온 19 
28年 6月 18日의 協定에 略記되어 있는 計劃에 따라서, 모든 援助를 위 
한 仲介者로서의 役割을 계속해서 다 하도록 勸吿한다. （第16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파리」1936年, 決議事項 第29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그 事業中에 必要로 할 때에는 無國籍者, 避難民 및 戰 
爭犧牲者에 대한 法律的 및 社會的援助를 包含시킬 것을 勸吿하고,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이 方面에 있어서의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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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을 設定하도록 要請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1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이 提出한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 
議事項 第31號에 立脚해서 취한 措置에 관한 報吿를 承認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가, 率先해서, 法的援助의 實際的인 効果를 거두기 위 
한 努力調整을 主導하였음을 感謝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赤十字社聯盟, 各國赤十字社 및 기타 難民問題의 
解決에 힘쓰고 있는 政府的 및 非政府的 諸機構와 協力하여 그 事業을 계 
속할 것을 勸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4號）

2. 飢饉으로 苦痛받는 住民들에 대한 救護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各地에 때때로 飢饉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現在事態가 深刻함을 
注目 하고,

各國赤十字社는 姉妹社의 援助要請에 呼應하도록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는 緊急히 要望되는 援助를 가장 신속한 方法으로 對處하 

기 위하여 그들의 救護寄附를 赤十字社聯盟과 調整하도록 勤吿하고,
이렇게 베풀어진 援助가, 赤十字社聯盟의 方針아래서, 純粹한 人道主義 

에 無條件基礎를 두고 世界各國民간의 相互援助와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 
하여지기를 要請하며, 援助를 받은 赤十字社는 赤十字社聯盟에 救護物資 
의 使用 및 分配에 관한 報吿를 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서,

各國赤十字社의 努力을 調整하기 위해서, 赤十字社聯盟은 飢饉地域에서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硏究하여 飢饉으로 被害를 입은 各地域이 
가장 緊急히 必要로 하는 것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에 通報할 수 있도록 
하기를 勸吿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6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營養失調와 饑饉이 아직도 世界의 많은 곳에 만연하고 있으며 人間의 生 
命健康과 經濟的安定올.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赤十字의 介入이 人道라는 基本原則에 依하여 必要로 한다는 것 을 强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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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k' - - :

1975年 第3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決議事項 第12號를 상기하면서,
饑饉地域에 해 당되는 赤十字社에게 現行 活動 및 災害對備計劃內에 可 

能한 모든 豫防措置를 包含시키도록 要求하며,
赤十字가 特히 緊迫한 狀況에 았어 이 分野業務를 담당하는 政府와 政 

府間機關 特히 FAO, WFP, WHO, UNICEF, UNDRO와 더 욱 綿密히 協 

・力하기를 要望하며,
政府에는 이와 같은 大災害로 因한 苦難을 經減시키는 努力을 强化하며 
赤十字에는 活動面에 있어서 政府와 더욱 緊密히 協力하도록 呼訴한다.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 4 號)

3. 兒童에 대한 救護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各國의 兒童을 위한 救護規定에 있어서 더 많은 指導를 해야 할 必 
要를 强調한「카나다」靑少年赤十字가 提出한 報吿書를 檢討한 결과 이러 
한 指導나 監督은 다론 國際機構와 協力해서 國際的規模의 廣範圍한 硏究 
가 必要함을 認定하고,

赤十字社聯盟에 대해서, 世界의 모든 地域의 兒童에 대해서 必要한 救 
護를 調査하고, 이를 위해서, 世界保健機關(WHO),「유엔」敎育科學文化機 
關 (UNESCO) 및「유엔」國際兒童緊急財團 (UNICEF) 과 같은 國際機構와 協 
力해 서 硏究, 調査하여 隨時로 各國赤十字社에 다음과 같은 情報를 提供 

해 줄 것을 要請한다.
(a) 救護를 要請하는 나라에서 가장 必要로 하는 物資, 衣料 (規格，「디 

자인」, 服地 등), 食料, 醫藥品 및 學用品에 관한 明細.
(b) 이미 이들 나라에 交付된 救護品의 明細와 이에 더 補充하기 위하 

여 어떠한 寄附를 해야 할 것 인가에 관한 情報
(c)「비타민」을 供給해 주는 것 이 바람직한지, 또는 」 効果的인지. 부피 

가 많은 食料品보다 더욱 適切한 것인지. 그 購入을 비교해봐서 보다 
經濟的인지의 與否(「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7號)

第2a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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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次 國際聯合總會(1976年 12月 21 日字) 決議事項 A/31/169에서「19 
79年을 世界 아동의 해」로 宣布하기로 決定하고 非政府機構에 대하여 이 
해에 積極參與하며 設定目標 遂行에 寄與하도록 勸獎한 것을 考慮하면서, 

赤十字社聯盟이「世界 아동의 해」를 위한 非政府機構委員會의 調整分科 
委員으로 指名되었음을 滿足하게 여기면서,

國際兒童의 해의 一般目標가 國家的 및 國際的으로 兒童福祉 增進에 있 
으며 保健과 福祉를 增進하려고 하는 赤十字의 人道的 目的과 一致되고 
있음을 確認하며,

여 러 赤十字社 其他機關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이 世上에는 아직도 數百 
萬의 兒童이 基本的으로 必要한 保健, 給食 및 敎育의 惠擇을 받지 못하 
고 있으며,

그밖에도 身體 및 精神障害者, 移民兒童 또는 避難民兒童 등 또다론 多 
數의 兒童들이 特別한 관심을 必要로 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境遇,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이며,

聯盟을 世界 아동의 해에 參與하도록 勸誘하며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a) 모든 水準에서 이와같이 ー參與가 이룩되도록 周旋하며,

(b) 聯盟事務局은「유엔」總會의 決議事項 A/31/169를 實踐하기 위한 責 
任部署인 UNICEF와 國際的으로 넓은 範圍에서 協力하며,

(c) 各國赤十字社는 政府로 하여금 兒童의 利益을 위한 長期計劃 作成 

을 위하여 要請된 바 있는 全國委員會의 일에 기여하며,
(d) 이같은 委員會가 存在하지 아니할 경우 赤十字社는 아동 欲求에 따 

론 長期計劃이 樹立되며 必要한 法規도 制定될 수 있게끔 당국과 與 
論을 喚起시키기 위한 共同活動計劃 作成의 可能性도 모색할 것이며,

(e) 聯盟事務局은 各國 赤十字社에 대하여 不遇 및 障害兒童들에게 優 

先順位를 強調한 兒童福祉 長期「프로그램」을 樹立하도록 도우며 ,
(f) 聯盟 事務局은 世界兒童의 해에 各國赤十字社 特히 그들의 靑少年 

部가 參與하도록 助力한다. (제23次 國際赤十字會議「부카레스 트」19 
77.10.決議事項第22號)

理事會는,

제31次「유엔」總會(1976.12.21) 決議事項 A/31/169에서 1979年을 世界 
兒童의 해 로 宣布하기 로 한 決定과 이와 관련하여 非政府機構에서 이 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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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極 參與하며 設定 目標遂行에 寄與하기를 勸獎한데 대하여 考慮하면서 , 
赤十字社聯盟이 世界 兒童의 해를 위한 非政府機構委員會의 調整委員 

會委員으로 指命되었음을 滿足히 여기면서,
世界兒童의 해 의 一般目 標가 國家的 또는 國際的으로 兒童福祉의 增進 

으로써 保健과 福祉를 增進하려 는 赤十字의 人道的 目 的과 一致되 고 있 음 
을 確認하며,

이러 赤十字社나 其他機構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이 世上에는 아직도 數 
百萬의 兒童들이 基本的으로 必要한 保健, 給食, 敎育의 惠擇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身體 및 精神障害兒童, 移民兒童 또는 非難民兒童 等 또다론 
多數의 兒童들이 特別한 관심을 必要로 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境遇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이며,

聯盟이 1979年 世界 兒童의 해에 參與하도록 勸獎하며 다음과 같이 建 

議한다.
1. 世界 兒童의 해에는 赤十字의 모든 水準에서 參與될 수 있도록 準備 

하며
2. 聯盟事務局은「유엔」總會 •決議事項 A/31/I69를 實踐하는 責任部署인 

UNICEF와 國際的으로 最大限 協力하며,
3. 赤十字社는 政府로 하여금 兒童의 利益을 위하여 長期計劃을 考案하 

도록 要請한데 따라 設定될 全國委員會의 業務에 國內的으로 寄與하 
도륵 하며,

4. 이와같은 委員會가 設定되지 않을 境遇, 赤十字社는 兒童 欲求에 따 
른 長期計劃이 作成되 며 必要한 法規도 制定할 수 있게끔 當局과 與 
論을 警吿하기 위한 共同活動計劃 作成의 可能性도 모색할 것이며,

5. 聯盟事務局 關係部署는 赤十字社 特히 靑少年部로 하여금 世界 兒童 
의 해에 參與토록 支援한다.

이 決議事項이 제23次 國際會議에 傳達되도록 代表者會議에 要請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26號）

4• 航空機拉致로 因한 犠牲者 援助

執行委員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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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近來 民間航空機에 대한 拉致行爲의 發生이 增加하여, 乘客과 乘務 
員에게 重大한-危險이 생기고 있음을 遺憾으로 여기며,

不安定한 生活條件下에 抑留되여 , 家族과의 모든 交信可能性을 剝奪 당 
한 채, 자기 運命의 向背마저 豫測할 수 없는 乘客과 乘務員이 받는 苦痛 
에 대해서 慨歎해 마지 아니하며員

이러한 非人道的行爲를 峻嚴하게 糾彈하며,
최근 赤十字國際委員會가 航空機被拉時의 乘客 保護와 釋放을 위해 서 취 

한 人道的인 措置에 대해서 깊은 滿足으로서 諒解하며,
各國赤十字社도 또한 그 役割을 다해줌으로써 이러한 犧牲者들의 狀態 

를 改善하는 데 貢獻할 수 있음을 自覺하여,
「拉致」航空機가 着陸해서 이들 乘客과 乘務員들의 自由가 回復될때까 

지 救援과 慰安을 주기 위해서 모든 努力을 다하고, 또는 抑留되어 있는 
이들 나라의 赤十字社에 대해서 乘客들의 家族에게 情報를 주어 安心시 
키기 위해서 乘客이 屬하고 있는 나라 赤十字社와 連絡을 취할 것을 要 
請하며,

各國政府와 關係있는 國際機關 및 기타의 團體에 대해서,「拉致」行爲의 
번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措置를 강구하도록 간절히 要請한다. 
（第88回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 네 바」1970年, 決議事項 第 2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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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政府 및 國內救護團體와 赤十字의 關係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는, 赤十字의 平時事業 및 특히 災害를 입은 民間人救 
護에 관한 赤十字의 役割을 보다 幅넓게 承認하는 協約의 締結을「제 네 바」 
協約에 署名한 政府에 勸吿할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要請하고,

이 新協約이 公共 災害에 대 한 모든 사람들의 相互保險加入의 可能性과 
그러한 종류의 災害에 대한 모든 市民들에게 强制保險올 勸할 수 있는지 
의 與否를 考慮에 넣도록 勸吿한다. (「제네바」1921年, 決議事項 第16號, 
第5項)

各國赤十字社는 다음 條件에 따라서 各國에 있는 모든 慈善機關을 團體 
化하도록 勸한다.

(a) 團體化함은 各慈善團體機構들이 自由롭게 承認하는 것이여야 하며, 
政府가 强制하여서는 안 된다.

(b) 團體化의 目的은 善意의 集結 및 時間, 努力, 金錢의 浪費 둥을 피 

하고 協力을 促進시키는 데 있다.
이 모임은 嚴格한 集中만으로 歸着하지 않고, 各團體의 自治와 創 

意는 엄격히 尊重되어야 한다.
統一은 絕對的으로 必要할 때에 한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c) 赤十字의 이에 대한 參加는, 많은 慈善團體가 發展하고 있고, 文明 
이 發達한 나라의 경우와 이러한 團體들이 아직 成熟되어 있지 아니 
하거 나 혹은 存在하지 아니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따라서 그 性格 
을 달리 하게 된다.

(d) 平時에 있어서, 赤十字와 기타 慈善團體의 組織的이고 계속적 인 協 
力은 豫期치 아니한 災害나 戰爭時의, 協力과 完全한 理解에 있어서 
가장 좋은 準備이며, 더없는 保證인 것이다. 赤十字는 이러한 協力方 
法을 硏究하고 適當한 進行을 準備해 두지 아니하면 안된다.

國際分野에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은 國際的인 大規模 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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護團體와 接觸하여 協力하기를 要請한다. (「제네바」1921年, 決議事項 第 
9 號,第 1 項(a,b,c,d))

第1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과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合同委員會에 의해서 提出된 諸決 
議事項을 採擇하며,

結果로서 당분간,「유엔」과 全世界의 各國政府가 國際的, 國內的인 機 
關으로서, 災害時의 國際的救護活動의 發展에 어떤 形態로 協力할 것인가 
를 檢討하는 데 수고하도록 一任한다.

(-............)
各國赤十字社는, 必要에 따라서, 救護事業을 統合하는 各國赤十字社의 

役割을 自國政府로 하여금 承認 또는 確認케하고, 地方, 國內 또는 國際 
的 救護事業을 위하여 政府가 提供하는 基金, 資材 및 要員의 配分에 관 
해서는 政府決定에 따르도록 要請한다. (「제네바」1923年, 決議事項 第6 
號第2項a), b))

總會는,

各國赤十字社와 政府機關사이에 協力이 계속되고 强化되도록 勸吿한다. 
平時에 있어서의 赤十字救護活動에 대한 政府의 承認을 確定하는 新協約 
에 依하여 ,「제 네 바」協約이 補完되 기 를 希望한다. (第 3次 赤十字社聯盟 
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19號)

總會는,

各國赤十字社의 本社에 대하여 赤十字와 餘他諸救護團體의 努力을 調和 
시켜서, 救護事業을 集中統一하기 위하여, 이들 救護 및 福祉團體의 代表 
들을 召集하는 國內會議의 提唱을 主導하도록 勸吿한다. (第3次 赤十字 
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20號)

總會는,

救護問題에 관한 調査와 解決에 從事하는 諸國際協議會 또는 딴 機關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가 될 수 있는대로 代表를 派遣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各國赤十字社의 代表와 國際諸機關과의 協力은 國內 또는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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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災害時에, 各國赤十字社의 諸般救護事項에 관한 經驗增加에 크게 이 
바지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관해서 聯盟事務局은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 希望하는 모든 援助를 베 풀도록 勸吿한다.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 
「파리」1924年, 決議事項.第22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被災者救護를 위해서, 各國政府 또는 國際的諸 
機構와 協力하고자 하는 希望을 언제나 表明하고, 緊急時에는 언제나 公 
的機關의 救護事業을 補充하고, 援助를 提供하면서도 各國赤十字社의 同 
一性을 固守하며 딴 公私團體와의 共同行動으로 因하여 各社가 지니는 絕 
對的公平의 特權的 地位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피하여 야 할 것을 勸吿하며

赤十字의 名稱으로 行하여지는 呼訴는, 오로지 赤十字事業에 關聯있는 
目的에 局限되어야 할 것이며, 딴 團體와 結合하는 것은 이 原則을 어기 
는 것이며, 赤十字의 威信을 失望시키고, 그 全體的地位의 弱化를 招來한 
다는 것을 決議하고,

또 ー國赤十字社는 어떠한 경우라도,「제네바」協約에 規定된 바와 같이 
同十字의 名稱과 標章을 他團體와 같이 使用해서는 안된다고 決議하고,

나아가 各國赤十字社와 各國政府 또는 國內的, 國際的救護團體間의 協 
力은, 赤十字의 名稱 및 標章이「제네바」諸協約에 一致하는 경우에만 許 
容되어야 한다고 決議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1號）“，コ”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世界 모든 人間들의 文化, 宗敎, 道德, 慣習 그리고 思想等 特히 個人 
의 尊嚴性과 人間의 生存權에 대한 尊重에 대하여 再確認하면서,

世界人口成長이 現在比率로 繼續 늘어 날 境遇, 社會 및 經濟發展을 위 
하여 새로운 問題가 發生될 것으로 보면서,

UNICEF WHO 其他機關이 이에 대한 見解를 表示했드시 將次 平和로 

운 生存을 위하여 人類의 保健 및 福祉가 保障되기 위해서는 어떤 緊急措 
置가 있어야겠다는 점을 確認하면서,

1973年「테헤란」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제16號에서 赤十字社

31）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칼 」, 1950年 決議事項 第10號.
32） 國際的救護團體  赤十字의 關係에 해서 는 第 2 章 第 5 節「赤十字國際關係」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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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公共機關의 補助로써 일하며 또한 地域社會 모든 水準에 있어서 保健 
및 社會發展 分野의 일을 協力하도록 하였고, 政府는 國家發展計劃 作成 
時赤十字의 經驗을 參酌함으로써 모든 面에 協調된 努力과 긍정적 인 成果 
를 期約할 수 있다고 建議한 內容을 想起하면서,

發展하는 世界에 있어 서는 特히 施設이 不足한 農村地域이 나 都市地域 
에 있어서 健康의 保護 및 增進을 위한 保健敎育 및 一次保健醫療事業이 
重要하며 이는 平和保存에 寄與되는 것임을 認識하면서,

1975年「제네바」제33次 聯盟理事會에서 決定한 바 聯盟은 世界人類의 
健康을 保護하며 增進시 키 기 위한 努力으로써 世界保健機構와의 協力을 強 
化해 야 한다고 한 점에 대 하여 주의 깊게 보면서,

1 次保健醫療事業을 위한 世界會議가「소련」政府와 WH。主催로 1978年 
「소련」에서 開催됨을 注目하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現在나 未來에 있어 서 赤十字의 事業으로부터 特히 
保健 및 社會福祉 分野活動에서 利益이 追加되어지기를 바라며,

이는 平和增進과 發展에 寄與될 것으로 보는 바, 
政府에 대하여 제 각기「프로그램」을 強化하도록 다음과 같이 呼訴한다. 
(a) 幼兒 및 兒童의 死亡率 減少를 目的으로 하는 保健敎育 實施
(b) 保健敎育의 機會 特히 女性을 위한 母子保健敎育의 擴大
(c) 1次保健醫療事業의 實施
(d) 抵所得層의 職業訓練增大 및 收入增加 機會부여
(e) 敎育 및 指導力의 機會提供에 의 한 女性의 社會的 經濟的地位의 增進 
赤十字社는 公認된 赤十字 目標에 따라서 政府와 같이 計劃에 參與하도 

록 勸吿하며,

이러한 共同努力이 現在나 未來에 있어서 世界시3過剩에서 誘發되는 
苦痛으로부터 人間을 保護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平和에 資할 諸條件 
을 助成함으로써 世界平和要素로서 寄與하여야 할 것이라는 所望을 表明 

한다.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1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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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赤十字와 國際救護聯合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유엔」에 의한 救護組織의 創設에 의해서 國際救護聯合의 使命은 바야 
흐로 完了된 것 으로 看做하여 ,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으로부터 國際救護聯合執行委員會에 
派遣한 代表의 撤收를 提案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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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 章 平時에 있어서의 赤十字活動

第 1 節 各國赤十字社의 發展

1 .- 般

理事會는,

中南美의 赤十字運動의 發展에 滿足의 뜻을 表하며, 事務局에 대해서 
특히 靑少年赤十字에 관한 中南美各國의 赤十字社에 必要한 技術的援助를 
提供하도록 要望한다. （第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25年, 決議 
事項第10號）

理事會는,

聯盟事務局, 특히 總務部 및 汎美洲局에 대해서, 世界各地에 一般的인 
것으로 되어 있는 狀況에 특히 適應할 수 있는 活動計劃을 準備할 目的으 
로 關係 赤十字社와 接觸을 維持하도록 勸吿한다. （第11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헤 그」1928年, 決議事項 第10號 第 3項）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의 不斷한 發展을 考慮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에 의해서 供與된 便宜와 특히 地域的 

이고도 技術的會議의 價値를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組織의 強化, 會員의 增加, 宣傳의 強化를 目 

標로 하는 各社의 努力을 繼續 發展시키도록 勸吿하며,
專門家로 하여금 各國赤十字社의 平時活動에 대한 敎育을 指導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必要한 意見交換이 , 가능한한 國際的 및 地域的 會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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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目的을 위해서 設置된 特別小委員會의 會合에서 이루어질 것올 勸吿 
하며

聯盟에 대해서, 이 問題의 硏究를 追究하고, 各國赤十字社가 他社의 經 
驗에 의한 利益을 받을 수 있도록 便宜를 增加시키고 關係各社外의 協定 
및 國際赤十字規約 第 6條에 따라서,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地域會議의 召集을 持續하도록 要請한다. （「브럿셀」1930年, 決議事項 第 
9號第2~4項）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過去 4年간에 있어서의 各國赤十字社數와 그 會員의 總數가 끊임 없이 
增加해 왔음을 認定하며,

國內 및 國際的兩分野에서 指導者精神에 의한 運動의 強化에 寄與한 모 
든 人士들에게 謝意를 表明하며,

이 發展이 繼續될 것을 希望하며, 특히 海外屬領地를 所有하거나 또는 
委任統治를 맡은 그 住民들의 健康을 保護하고 生活狀態의 改善에 관한 赤 
十字의 可能한 任務에 대하여 特別한 注意를 持續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 
明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20號 第1~3項）

理事會는,

技術 및 財政援助에 관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2號와 
第33號 및 使節團 및 硏修訪問을 위한 經費支辯에 관한 第25次 理事會의 
決議事項 第17號를 想起하며,

특히 最近에 創設된 姉妹赤十字社의 要望이 增大하고 있음을 認識하며, 
各國赤十字社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赤十字의 世界的人類紐帶와 國 

際協力의 諸原則과 아울러 發展途上國의 諸要求에 留意하여, 各國赤十字社 
가 赤十字의 諸理想을 實踐하고 實現하기 위한 努力에 대해서 有効한 援 
助를 提供해 주도록 勸吿하며,

유엔, 專門機關 또는 他團體와의 協力이 있을 때에는 赤十字의 完全性 
과 獨立性이 保障되 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 
1961年，決議事項第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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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域會議

總會는,

地域會議를 促進하기 위한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의해서 행해진 發議를 
承認한다. （第2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네바」1922年, 決議事項 第9 
號）33>

總會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의해서 組織된 地域會議의 成果를 認定하며, 赤 
十字의 全般的인 問題를 討議하기 위해서 또는 特別한 問題를 論議하기 위 
해서, 이 活動의 體系的인 發展을 勸吿한다. （第 3次 赤十字社聯盟總會, 
「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13號）

理事會는,

隣接國赤十字社가 같은 問題에 대해서 經驗과 思考를 비교할 수 있는 可 
能性으로 해서 地域會議의 價値를 크게 認定하며,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해서, 現在 계획되고 있는 地域會議를 續行시 
키는 이외에, 機會가 있을 때마다 將來에 있을 地域會議을 위한 周到한 準 
備計劃을 마련할 것을 許可한다. 이러한 種類의 會議에 參加하는 나라의 
集團을 가끔 變更한다면 有益할 것이다. （第1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東 
京1934年，決議事項第14號第1項）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社會的 經濟的變化에 따른 赤十字事業의 劃期的 進步로서 特徵지어지는 
時代에 있어서는, 赤十字地域會議에 현저한 價値가 있음을 認定하며,

赤十字社聯盟이 各 경우에 따라 關係各國赤十字社와 密接한 協議를 해 
서, 地域會議의 系統性있는 事業을 促進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東京1934年,決議事項第20號第4項）

理事會는,

33）「地域會議」, 規約 및 規則, 第1部 X, 82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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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에 의해서 規定될 規則에 立脚한 地域會議의 開催를 許可한다.
모든 경우에, 이러한 會議는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에 의해서 承認된 

會員의 効果的인 指導下에 開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會議는, 國際赤 
十字規約 및 赤十字社聯盟憲章 第 6 條의 精神으로서 一般的性質의 問題와 
技術的인 問題를 取扱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 

年，決議事項第57號）

理事會는,

大量的인 物資와 救援의 形態가, 「아프리ヲト」大陸全土에 걸쳐서 必要로 
하는 것과 合致된다며는, 더욱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음을 理解하며,

더욱 意義가 있는 ー國의 事業을 開發하기 위해서는, 要員, 資金 및 物 
資에 의한 援助의 公平한 配分을 容易하게 하도록「아프리 ヲト」大陸을 全體 

-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考慮하여,
事務總長에게「아프리 ヲト」地域「그룹」에 관한 以下의 勸吿를 硏究하도록 

要請한다. 즉,
1） 赤十字社聯盟事務局 內의「아프리 ヲト」地域課는「아프리 ヲト」의 모든 赤 

十字社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안된다.
2） 硏修會 및 訓練「센터」에는「아프리 ヲト」의 모든 赤十字社를 參加시켜 

야할 것이 다.
3） 赤十字의 原則이「아프리ヲト」大陸에서 適用될 때에는 同原則에 관해 

서 共通的이며 相互의 利害가 얽혀있는 事項에 관해서는,「아프리ヲト」 
의 모든 赤十字社가 會合해서 討議할 수 있는 共通場所가 創設되어야 

할것이다.
本件에 관한 報吿를 1974年의 執行委員會에서 事務總長이 하도록 要請 

한다. （第32次 赤十字聯盟理事會,「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28號）

3. 研修와 調査訪問, 專門家使節 職員交流

總會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이 가능하면, 他國赤十字社의 本社 또는 本聯盟本部 
를 訪問함으로써, 赤十字社의 組織方法과 事業, 특히 公衆保健 看護, 一 
般保健衛生指導 및 靑少年赤十字에 관한 廣範圍한 硏究를 할 代表를 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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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하도록 加盟社에 招請狀을 보낼 수 있는 .機會를 만들 것을 勸吿한다• 
（第2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네바」1922年, 決議事項 第13號）

總會는,

赤十字社聯盟本部를 訪問함으로써, 各國赤十字社가 도움을 받을 수 있 

음을 認定하며,
聯盟事務局이 이러한 訪問을 系統化하고 便宜를 주도록 勸吿하며，
同聯盟當局에 대해서, 事務局職員의 援助를 願하는 赤十字社를 .同職員 

이 自由로히 訪問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을 要請한다. （第3次 赤十字社 
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16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代表가 事務局을 訪問하거나 硏修訪問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聯盟職員을 各社에 派遣하는 데에도될수있는 대로 最大限의 援助 
를 해주도록 希望한다.

各國赤十字社가 그 職員인 專門家와 聯盟事務局擔當部의 專門家간의 人 
的交流를 組織하거나 또는 적어도 各赤十字社가 恒久的인 基盤위에서 이 
런 種類의 接觸體制를 職員中의 한 사람에게 委任하도록 勸吿한다. （第11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28年 決議事項 第10條 第2項）

理事會는,

聯盟이 提供하는 硏修의 便宜가 各國赤十字社에 價値있는 것이며，또 他 
赤十字社의 經驗을 깊게 함으로써 各社의 方法을 改善하고 그들의 事業을 
擴大시키는 것을 可能케 한다고 생각한다. 事務局에 대해서, 聯盟本部에 
서 各社의 代表를 위한 硏修機會를 계속 組織하도록 指示한다. 이러한 體 
制는, 各國赤十字社가 要請했을 경우에 聯盟事務局員이 各社 本社에 短期 
間 硏修할 수 있는 機會로 해서 效果的으로 補完될 것이다.

理事會는, 執行委員會에 대해서 聯盟活動中에서 특히 價値있는 이 段階 
의 계속할 어떤 경우에도 確保하기 위하여 特別基金을 設定할 方法을 硏 
究하도록 要請한다. （第1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브럿셀」1930年, 決議 

事項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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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와의 빈번한 接觸은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의한 效果的 事 

業을 위해서는 木質的인 條件임을 堪案하여,
事務總長에 1해서, 그의 報吿에서 指摘했듯이 聯盟事務局에 대한 各社 

代表의 訪問과 事務局職員이 全世界 各國赤十字社의 本社를 訪問함으로써 
이러한 接觸을 發展시키도록 指示한다.

各社代表들이 他赤十字社의 本社를 訪問하는 것을 促進하기 위한 事務總 
長의 計劃에도 賛意를 表한다. （第16次 赤十字社聯뼈理事會,「파리」1936 

年，決議事項第11號）

理事會는,

「그 實施에 대한 相互協定에 따라서, 各國赤十字社로 부터 他社로, 또는 
赤十字聯盟事務局으로의 硏修訪問制度의 重要性을 認識한다.

理事會는 또 聯盟事務局에서 各社를 訪問하는 使節團은 종전대로 繼續 
되어야 할 것이라고 勸吿한다. 이러한 訪問期間은, 價値가 있을만큼 충분 
히 길어야 할 것이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第58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로부터 赤十字社聯盟에 보내는 專門家를 後援하기 위해서 
는 制度가 設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專門家들은 聯盟職員 
이 될 수 있음으로, 各社는 그들의 報酬條件을 考慮해서 措置를 講求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事務局에의 派遣期間을 原則的으로 1 年以下로 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有益하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 
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59號）

理事會는,

近來 一般組織에 관한 專門家 使節團의 派遣으로 해서 赤十字社聯盟이 
얻은 重要한 成果와 또 中南美 諸國 各國赤十字社의 指導 및 發展을 위해 
서 이러한 種類의 使節團이 지니는 偉大한 意義를 認定하며,

同聯盟이 中南美諸國 各社들에 매우 重要하며, 그들이 이에 全幅的인 協 
力으로써 呼應할 이 事業을 強化하기로 決定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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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13條)

第19次 赤十字社國際會議는,

醫療社會委員會의 報吿를 注目하고, 赤十字社事務局에 대해서,
(a) 各國赤十字社가 각자의 醫療社會事業, 福址, 看護 딫 靑少年赤十字 

事業分野에 있어서의 活動에 관해서 本會議에 보내온 報吿 및 醫療社 
會委員會의 會合에서 發表한 意見을 硏究하고,

(b)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 分野에서 얻은 經驗을 계속해서 聯盟事 
務局에 報吿하도록 要望하며,

(c) 先驅的인 事業, 指導計劃에 適合한 特別活動에 관한 講座 또는 硏 
究會는 이 를 必要로 하고, 또 이 를 要求하는 赤十字社가 그 財源의 範 
圍內에서 計劃함으로써 聯盟의 技術援助計劃을 強化하도록 要請하고,

個個분야에서 이미 많은 經驗이 있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聯盟事務 
局을 통하여 硏修員을 받아드림으로써, 또는 指導를 위하여 指導者 또는 
一線要員을 派遣함으로써, 이러한 活動이 發展途上에 있는 他赤十字社를 
援助하도록 要請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赤十字社諸原則의 世界性을 念頭에 두면서, 各國 
赤十字社에 대한 效果的인 仲介 또는 斡旋機關이 되기 위 하여 , 自發的으 
로 또는 要請에 따라 各分野에서의 活動을 위한 情報 및 指針을 繼續하여 
配付하도록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2號)

理事會는,

1. 遠隔地에 있거나 新設 赤十字社의 要員을 위한 赤十字社聯盟本部 또 
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한 硏修訪問制度를 確立하고, 또

2. 前項에 言及한 各國赤十字社에 聯盟事務局員이 나 各國赤十字社 職員 
으로 이루어지는 聯盟代表團을 定期的으로 派遣하는 計劃樹立 또는 
實現시켜야 할 緊急性을 認定하며,

이 事業의 實現을 위하여 聯盟의 管理部員에 國際的代表者를 包含 
시키며, 增員이 必要함을 認定하면서,

各國赤十字社에게 이에 必要한 資金을 支出하도록 要請하며, 다음 方法 
을 選擇하도록 慫懣한다.

(a) 赤十字社聯盟에 대한 年次分擔金외에 自發的인 寄附를 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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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것을 實踐할 意思가 있는 赤十字社는 自國政府에 呼訴할 것.

(c) 各國赤十字社가 自國政府의 協力을 얻어서, 또는 協力없이, 特別補 
助金과 硏究獎 學金을 낼 것.

더 나아가 만약 各國赤十字社로부터 의 資金으로서는 不充分할 때에는, 
聯盟事務局이 이 특수한 目的을 위한 財政的인 援助를 할 수 있는 適合한 
國際機關과 交涉할 것을 勸吿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 
네」1959年, 決議事項 第17號)

4.開發計劃

理事會는,

1962年度 豫算은 몇몇 重要한 所要를 채울 수 없음을 確認한다.
第25次理事會 決議事項 第17號에 서 強調한 聯盟代表에 의 한 硏修訪問 및 

定期的인 訪問의 制度 및 計劃에 따른 緊急所要,
第24次理事會 決議條項 第22號 및 第33號가 指摘한 新設社에 대한 技術 

的援助의 擴大 및 特別한 財政援助에 따른 所要,
聯盟이 正規 또는 臨時로 만든 機構活動에 參加할 때에 直面하게 되는 

많은 赤十字社代表들의 財政的困難,
國際活動의 調整 및 各社에 대한 支援, 특히 最近에 設立된 各國赤十字 

社에 대한 援助를 위해서, 聯盟事務局이 할 수 있는 役割의 發展을 위한 
所要가 增大함에 따라,

聯盟事務總長에 대하여 聯盟의 正規 또는 臨時機關의 職員을 위한 硏修 
訪問, 使節團 및 旅費補助와 獎學金給與의 原則, 計劃, 經費支辯 方法을 
立案하여, 聯盟에 의한 또는 聯盟을 통한 各國赤十字社에 대한 支援 및 
聯盟에 의한 國際活動의 調整을 計劃」, 發展強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기타 
의 提案을 準備하도록 希望하고,

더 나아가 事務總長에 對하여 本件에 關한 制度, 原則, 計劃, 經費支出 
方法案을 其他의 提案과 같이 1962年에 開催하는 執行委員會에 提出하고 
이를 次期理事會에 報吿할 것을 要望하며,

事務總長에 대하여 이러한 根本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 前記의 諸 
制度, 計劃 둥을 適用할 이들 活動을 遲滯없이 進展시키기 위해서, 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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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財源과 計劃의 級密性에 차질만 없다면, 여 러 計劃案에 優先順位를 定 
할 權限을 附與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는, 可能하면 用途指定을 않고 現金寄附를 함으 
로서, 이미 提供듸어 있는 旣存의 資源을 强化하고, 따라서 效果的 計劃 
올 위한 最善의 條件을 만들 수 있도록 要請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8號）

理事會는,

事務總長이, 1962年의 第82次執行委員會 決會事項 第10號에서 開陳한 
委託에 依據해서 提出한 赤十字社開發計劃에 대한 報吿를 諒知하고,

昨年동안의 成果에 대해서 滿足의 뜻으로 諒解하며,
赤十字의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에 대한 技術的 및 財 

政的인 援助의 緊要性에 관한 第24次理事會 決議事項 第22號 및 第33號, 
第25次理事會 決議事項 第17號, 第26次理事會 決議事項 第 8 號 및 第 9 號 
를 되풀이하며,

事務總長이 提出한 事業計劃을 承認하며, 聯盟議長 및 事務總長이 計劃 
中에 表明되어 있는 諸原則에 따라서, 이 計劃을 實踐에 옮기도록 許可하 
며,

聯盟議長 및 事務總長에게, 이 計劃의 發展과 擴大를 위해서 諮問委員 
會를 組織할 것을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赤十字社의 合理的 發展範圍內에서 自發的 寄附 
및 物的, 人的 提供을 單獨 또는 他社와 協力하여 함으로서, 이 開發計劃 

의 實行을 可能하게 할 것을 呼訴한다. （第27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제 
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6號）

理事會는,

過去의 理事會가 採擇한 諸決議, 특히 1963年「제네바」에서 開催된 第 
27次理事會의 決議事項 第6號에 依據하여,

특히 昨年동안에 얻은 成果에 대해서 滿足의 뜻으로 諒知하며,

1966年의 開發事業計劃 및 開發計劃諮問委員會의 報吿와 勸吿를 承認 
하며

事務總長에 대해서, 諮問委員會의 執行委員長과 協議해서, 上記의 報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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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勸吿에 따라서, 1969年度計劃을 改訂, 再策定하고, 新案에 .의거해서 
財源의 範圍內에서 計劃을 實施하도록 要請하며,

靑少年赤十字의 5개年計劃을 開發計劃의 重要한 一面으로 承認하며, 
發展途上의 赤十字社에 대하여 保健衛生敎育을 強調하는 이 計劃의 第一 
部門을 擴大하여, 靑少年團員과 함께 成人社會員도 이에 參加시키기를 절 
실히 要望하며,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는, 金品, •物的, 人的 定期的인 寄與로서 單獨 
으로 혹은 他社와 協力해서, 이 計劃의 遂行에 적절한 任務를 맡아, 아울 
러서 長期에 걸친 均衡있는 赤十字의 發展을 達成하는 데 注力하도록 呼 
訴한다.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 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5號〉

理事會는,

1966年度 事業計劃에 관한（特定한 管理費의 一部를 除外한） 經費는 一 
般豫算에 計定할 것이 아니 라는 開發計劃諮問委員會의 見解에 同意하며,

事務總長에 대하여 가능한 財政限界 範圍內에서 1966年度의 計劃을 實 
施하도록 要望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自發的인 寄附를 함으로써 1966年度 計劃의 實 
施를 容易하게 하도록 要請한다.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엔나」 
1965年，決議事項 第7號）

理事會는,

過去의 理事會 決議, 특히 1965年「비엔나」에서 開催된 第28次理事會 決 
議事項 第15號에 依據해서,

姉妹各社가 過去數年間의 開發事業計劃에 따라서 提供한 支援을 感謝히 
確認하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諸資源 특히 現金과 要員의 어 려움 때문에, 항상 增 
大一路에 있는 各國赤十字社의 要求에 충분히 應할 수 있었음을 是認하며

聯盟의 開發計劃은 七大基本 原則에 의거하는 赤十字의 決意를 實體的 
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믿으며,

1968年度 開發事業計劃草案 및 以下에 大要를 記述한 8 勸吿를 包含하 
는 開發計劃諮問委員會 報吿를 承認하는 바이며,

事務總長에게 開發計劃諮問委員會 委員長과 協議해서, 諮問委員會報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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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勸吿를 考慮해서 開發事業計劃을 修正, 再立案하는 權限을 附與하고, 
事務總長에게 作成된 計劃을 可能한 資源의 範圍內에서 實施하도록 要 

請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開發事業實施計劃을 實踐하고, 赤十字의 根本 

的發展을 効果的으로 만들기 위한 資金, 物的, 人的, 支援을 自發的으로 
强化할 것을 呼訴한다.

*

委員會의 勸吿는 아래와 같이 要約된다.
1. 努力의 集約化

委員會는 1968年부터 實施되는 努力의 集約化를 勸吿한다.
2. 硏究集會의 事後措置

委員會는, 硏究集會에서 最大限의 利益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事 
後措置를 確保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勸吿한다.

3•地域代表
委員會는, 地域代表의 機能이 本質的으로 聯盟事務局의 地域擔當官 

의 責務의 延長임을 認定하며, 이 觀黠에서 그 經費가 1969年에 시작 
되는 時期이후에는 聯盟의 通常豫算에 의해서 점차로 吸收되도록 勸 
吿한다.

4. 硏修訪問
委員會는, 硏修訪問을 위한 基準 및 選別節次가 強化되 도록 勸吿 

한다
5. 訓練된 要員

委員會는, 赤十字事業活動의 여러가지 分野에서 訓練된 要員의 登 
錄을 確立하도록 勸吿한다.

6. 財 政
委員會는, 加盟社 全體가 開發計劃에 대해서 보다 많은 寄附를 하 

도록 勸吿한다.
7. 1968年度 計劃의 實施

委員會는, 諮問委員會 委員長과 協議하여, 그 報吿에 따라서 計劃 
을 修正하고, 再立案하는 權限을 事務總長에게 附與하도록 勸吿한다.

8. 新設赤十字社의 最小限의 寄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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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는, 常任分擔金委員會에 대해서, 장차 赤十字社聯盟에 加入 
하고자 하는 新設社의 특별한 경우에 必要하다면, 最小限分擔額의 새 
로운 定式을 實踐하는 方案을 考慮하도록 勸吿한다. （第29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헤 그」1967年, 決議事項 第 7號）

理事會는,

事務總長과 그 幹部가 企劃, 助言 및 調整分野에서 聯盟의 增加되는 業 
務에 對處할 수 있도록 事務局의 組織을 整備하려는 努力을 歡迎하며,

長期計劃을 위한 事業 및 豫算의 基礎改善을 위한 展望이 선 데 대해서 
滿足스럽게 諒解하며,

모든 赤十字事業 從事者들이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能力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訓練 기타의 方法이 극히 重要하다는 것을 强調하며,
事務總長에 대해서 1969年의 次期 理事會에,
一一・于先, 各國赤十字社 및 聯盟이 그 任務遂行上 必要로 하는 知識 및 

技能의 分析
——둘째로, 各國赤十字社가 이들 任務에 對處하기 위한 事業案
——셋째로, 이 分野에 있어서의 聯盟의 事業計劃

을 上程하도록 要請한다.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決 
議事項第12號）

理事會는,

過去의 理事會諸決議, 특히 1967年「헤그」에서 開催된 第29次會議의 決 
議事項 第 7號에 따라서 ,

各國赤十字社가 過去 數年 동안 開發計劃案에 따라 提供한 援助를 感謝 
히 諒知하며,

이 計劃에 따라서 援助를 받게 된 各國赤十字社의 感謝의 表示 및 經過 
報吿를 기꺼이 들으며,

新設 및 旣存 赤十字社間의 期日이 經過한 開發에 대한 所要와 關心이 
해를 거듭할수록 增加하고 있음을 認識하며,

世界를 통하여, 强カ하고 育成의 余地가 있는 組織을 開發하고자 하는 
赤十字의 努力을 國民에게 効果的으로 奉仕하기 위한 緊要한 것임을 認識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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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體內에 있어서의 活潑한 協力과 相互援助는，全體의 成長 및 事業 

振興의 基礎라고 믿으며,
開發計劃은 많은 赤十字社의 創立과 發展에 助力했을 뿐만이 아니라，調 

整된 基礎에서 奉仕하는 赤十字社를 위해서 健全한 進步를 同一하게 하는 

結果를 招來했다고 確信하며,
다음 7개의 勸吿를 包含하는 開發計劃諮問委員會의 報吿를 添附한 19 

70年〜19기年의 開發事業計劃案을 採擇한다.
1. 事業의 原則

， 諮問委員會는, 계속해서 最大의 所要가 尙存해 있는 地域에 努力을
優先케 하고, 努力을 集中할 것을 勸吿한다. 開發計劃諸目標의 達成 
과 모든 赤十字社에 대한 高度의 援助륻 確保하기 위해서는, 各國赤 
十字社와 聯盟사이에 最大限의 協力이 필요한 것이다.

2. 幹部訓練 各社代表 및 地域講習會를 위한 計劃
諮問委員會는, 赤十字에 있어서의 幹部開發의 優先的인 重要性을 認 

識하여,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策定된 槪念 및 原則을 實施하기 위 
한 효과적인 方法을 探求하도록 勸吿한다.

諮問委員會는 優先順位로서 聯盟幹部가 各國赤十字社나 기타 人的 
資源과 더불에 特別한 財政的 支持를 求하면서 幹部의 作業能率을 強 
化하는데 貢獻하는 方途의 하나로서, 앞서 槪要된 原則 및 이러한 接 
觸의 可能性과 有効性을 試驗해 보는 것을 目標로 先驅的地域講習會 
를 發展시 키도록 努力할 것을 勸吿한다. レ，

3. 1970年〜기年 開發計劃案 및 臨時豫算
諮問委員會는 모든 赤十字가 開發의 目標를 設立하고, 서로간의 큰 

援助를・提供할 수 있다는 認識을 갖고 開發計劃이 계 속되 기 를 勸吿한 
다. 開發途上赤十字社의 경우에는 特別한 財政的支持를 要請하는 集 
中的援助의 必要가 있게 된다.

이러한 支持를 獲得하기 爲한 建設的方法은 探求되어야 한다.
4. 小規模 赤十字社를 위한 最低割當額——第87次 執行委員會（「제네바」 

1968年의 決議事項 第10號에의 對應措置）
諮問委員會와 常任分擔金委員會는, 常任財政委員會를 통해서, 理事 

會가 常任分擔金委員會에게 小規模 赤十字社로부터 申請이 있을 경우 
에는 各社의 事情을 考慮하여 極小割當額을 適宜하게 減額하는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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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附與할 것을 共同으로 勸吿한다.
5. 各國赤十字社에의 活動調整

諮問委員會는, 모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姉妹社에 대한 援助는 
聯盟을 通하여 야 한다는 原則을 遵守하도록 勸吿한다.

6. 赤十字에 관한 基礎的指導
諮問委員會는, 赤十字社聯盟이 各國赤十字社 및 同聯盟을 돕기 위 

하여 基礎的指導書를 만들 수 있는 可能性을 調査하도록 勸吿한다.
7. 地域會議

諮問委員會는 地域會議가 國際會議 및 理事會會議의 範圍內에서 계 
속되도록 勸吿하며,

事務總長에 대하여 適當한 協議를 거 쳐 諮問委員會의 報吿 및 勸吿 
에 따라서 開發計劃案의 改訂할 權限을 附與하고,

事務總長에 대하여 人的, 財政的, 物的인 모든 가능한 資源을 충분 
하고도 創造的으로 活用하여 , 上記의 事業을 實施하도록 要請한다.

따라서 理事會는, 모든 赤十字社에 대하여 聯盟事務局幹部와 協力 
해서 赤十字가 活力있는 人道的業務를 위한 世界的能力을 增大시킬 
有能한 要員과 寬大한 金錢的 및 物資的인 寄與를 發展有用함으로써 
開發計劃實施案에 최대한 參加, 이를 支持도록 促求한다. （第30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0號）

理事會는,

開發計劃의 赤十字에 對한 重要性을 考慮하여, 現在까지의 財政的인 支 
持는 겨우 最小限의 前進을 可能케 한 데 불과한 것을 注目하고，

나아가 開發計劃은, 1967年「헤그」에서의 理事會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 
7號에 서 詳述한 바와 같이 , 聯盟通常豫算보다 오히 려 自 發的寄附에 의 해 

서 維持되고 있음을 注目하고,

事務總長에 대하여, 開發計劃의 長期財政을 硏究하는 任務를 띤 臨時專 
門家委員會를 設立하도록 要請한다.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 
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10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諸原則을 普及하고, 이 諸原則들을 實際에 適用할 必要를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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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하며,
通信手段의 改善, 赤十字人의 訓練 및 共同目 的, 目 標의 決定이 必要하 

다는 것을 認識하고,
開發計劃을 成功시키는 要素는, 各國政府가 赤十字事業의 價値를 認識 

해서, 모든 可能한 方法으로 自國의 赤十字社를 援助하는 데 있다고 認識 
하며, 또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의 綜合的開發計劃에 寄與할 수 있도록 더 
욱 많은 業務를 맡을 準備가 있어야 한다는 것올 認識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訓練된 補助員 및 準醫務保健衛生要員을 提供 
하여 各國政府를 援助하고, 應急救護의 敎育方法을 再檢討하고, 늘어가고 
있는 需要에 應할 수 있도록 輸血者의 募集을 發展擴大시키고, 赤十字人 
으로 하여금 社會事業專門家의 有益한 補助員이 되도록 訓練方法을 考案 
하고, 靑年들이 事業의 計劃과 實踐에 보다 많이 參加하도록 獎勵하고, 赤 
十字會員을 地域社會奉仕活動에 보다 많이 參加하도륵 訓練시키기 위한 
地域講習會를 發展시키도륵 勸吿하며,

더 나아가, 各國政府와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所要와 資源에 관한 優 
先狀況을 면밀히 硏究하고, 各種地域的事業에 더 많은 數가 參加할 수 있 
도록 모든 可能한 方法을 利用하도록 勸吿한다.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22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이 開發計劃을 통해서 遂行한 事業은, 赤十字의 將來를 위 
해서 重要不可缺한 것이며, 이러한 種類의 事業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 
는 모든 赤十字社가 가능한 한 現金, 物資, 要員의 提供에 의한 自發的寄 
與를 하는 責任을 맡는 것이 要求됨을 認定하며,

特定計劃을 위한 要員, 物資, 現金의 自發的寄與는 비교적 滿足스럽게 
進行되고 있지만, 한편 이 事業의 成功에 不可缺한 聯盟自體의 任務를 위 

한 資金提供이 同一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認識하고,
또 要員 및 기타 資源에서 發展途上의 赤十字社들에 의해서 行해진 寄 

與들의 決定的인 重要性을 높이 評價하며,
人件費 및 管理費를 聯盟의 通常豫算안에 編入하는 데 대해서 이룩한 

成果를 注目하고, 그러나 同時에 聯盟의 開發計劃經費의 大部分이, 당분
34）第6章第3節第5項（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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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自發的寄附를 財源으로 하는 臨時豫算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된 
다는 데 注目하며 ,

만약 本事業이 成功裏에, 또는 組織的으로 進展시 켜 야 하는 것 이 라면, 
이를 위해서는 自發的寄附로 이루어지는 聯盟의 臨時豫算에 대한 財政的 
援助가 寄附金中의 指定部分額이 50%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正規「베이스」 
로 確保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1972年 및 1973年, 그리고 아마도 그 以後에도 寄附를 할 赤十字社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分類될 것으로 믿는 바, 즉

第一類 : 開發計劃을 위 한 聯盟의 臨時豫算에 대한 自發的寄附를 通해 서 
定期的으로 現金에 의한 支持를 보내는 赤十字社

A 每年 100,000「스위스 프랑」
B 每年 50,00〇「스위스 프랑」
C 每年 20,000「스위스 프랑」
D 보다 적은 額數이기는 하지만, 定期的으로 뜻이 있는 重要한 

現金寄附로 支持할 意思가 있는 赤十字社
第 2 類 : 通貨問題가 解決되 면 現金으로 支持를 하는 赤十字社와같이 適 

切하게 分類되는 것으로 믿으며,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1972年과 1973年 豫算에 ー定額의 現金을 寄 

附하는 뜻을 明確히 約束해 서, 効果的인 事業과 組織的인 計劃을 容易하 
게하도록 要望하며,

事務總長에게, 이 實施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赤十字社에게 約 
束方法에 대해서 通知하도록 要請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 
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16號）

執行委員會는,

開發計劃長期財政專門家特別委員會의 報吿를 諒知하고,
開發計劃의 具體的成果에 自信을 더하고, 要員과 資金 그리고 기타의 

資源을 提供해서, 計劃의 實施를 可能하게 한 赤十字社들에 대해서 謝意 
를 表明하며, 計劃을 通해서 提供된 機會를 효과적으로 利用한 受益赤十 
字社에게 讃辭를 보내는 바이며,

그러나 自發的寄附金額은, 可決된 1972年臨時豫算中 開發計劃에 豫定된 
事業活動에 관한 金額에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遺憾으로써 注目하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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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態改善의 措置를 강구하지 아니할 경우, 1973年과 그 다음에 오는 해들 
의 財政的寄與는 더욱 더 不足할 것이 豫測되는 事實에 대해서 念慮를 表 
明하며

報吿를 承認하고,
事務總長에게 이 報吿中에 提案된 措置들을 강구하도록 要請하고,
各社에 對해서 3個月以內에 諸類別에 있어서의 自社의 等級에 關한 意 

向을 明白하게 하도록 要請하고,
寄贈側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開發計劃 

에 대한 財政上의 支持를 보다 많은 額數로 신속히 增額하여 이로서 開發 
計劃이 1972〜1973年 및 그 以降의 計劃과 豫算의 定하는 바에 따라서 實 

現될 수 있도록 보다 進取的인 措置를 강구하도록 간절히 바라며,
寄贈側이 나 受益側을 不問하고 모든 赤十字社들이 이 重大한 計劃에 대 

한 아낌없는 支援을 要望한다. （第89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 
바」1972年, 決議事項 第12號）

理事會는,

現在까지도 아직 臨時豫算으로 꾸려지고 있는 聯盟開發計劃의 管理部分 
財政을 충당할 方法이, 적어도 1965年부터 每年마다 討議되어온 것, 또는 
理事會의 每回의 會合이 聯盟의 通常豫算으로서 本事業을 營爲할 重要性 

을 認定해 오고 있음을 想起하고,
그러 나 各國赤十字社로 부터의 自發的寄附로서 本計劃豫算의 大部分을 

메꾸워 온 慣例를 임시로 계속할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데 대해 
서 注目하며,

이러한 自發的寄附의 大部分은 극히 少數의 赤十字社로부터 온 것이며, 
理事會가 勸吿한 水準으로 이 開發計劃을 維持하는 데는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됐음을 認定하며,
開發計劃事業은 赤十字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資金이 항상 不足 

하고 있기 때문에 本事業의 繼續이 위태롭게 여겨지며, 또 行動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 財政狀況은 아마도 惡化될 것으로 믿으며,

또 社會開發特別委員會가 聯盟事務局의 社會福祉「그룹」을 現職員의 增 
强으로 强化해야 할 것이라고 勸吿한 것을 想起하며,

마지막으로 赤十字輸血專門家作業部署가 輸血分野에서의 赤十字活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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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興促進키 위해서 聯盟事務局의 機能을 擴大할 것과, 또 赤十字社聯盟이 
責任을 질 事業올 遂行하기 위해서 同聯盟職員을 增強하도록 하라는 勸吿 

를 注目하며,
事務總長에 의해서 提出된 下記項을 包含한 1974年 및 1975年의 計劃과 

豫算을 承認한다.
く 1974年〉 く1975年〉

通常豫算 5,949,000 6,583,000

臨時豫算 1,317,000 1,452,000

特別豫算 299,000 440,000

또 常置財政委員會로 부터의 勸吿를 考慮하여,
1974年度는 5%, 1975年度도 5%의 通常豫算의 增額을 承認한다. 每年 

의 通常豫算의 이 增加分의 一部는 그 年度의 臨時豫算에 包含된 經費로 
충당되게 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n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提供하는 事業은 共同社會의 社會的發展에 없어서 
는 안될 部分이며,

——政府 및 奉仕福祉團體와 赤十字가 協力한다는 것이 가장 重要하며, 
—— 19기年 5月 20日字 決議條項 第1580號

(L) 및「유엔」總會 決議條項 第2626號는, 國際開發對策을 세워서, 非 
政府機構에 의한 開發貢獻을 調査하도록 要求하고 特히, 國聯은 全國 
및 地方「레벨」에서의 協力을 要求하고 있으며,

—^發展途上國에 대한 援助의 調整問題에 관해서, 發展한 나라와 發展 
途上國간의「갭」이 擴大될 危險이 있으며, 또 이것이 世界赤十字家族 
의 統一을 무엇보다도 위태롭게 한다는 엄청난 事態가 깃들어 있는데 
대해서 注目하며,

1. 各國赤十字社는 政府에 대해서 이러한 決議들을 實際에 適用하도록 
要請하고, 또 全國的인「國家事業」의 計劃과 여기에의 參與에 赤十字 

社를 包含시키도록 要請할 것.
2. 各國赤十字社가「유엔」開發計劃(UNDP) 및 世界保健機關(WHO), 國 

際勞動機關(ILO),「유엔」敎育科學文化機關(UNESCO), 國聯食糧農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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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關(FAO),國聯FAO世界食糧計劃(WFP),國聯兒童基金(UNICEF) 

과 같은 專門機關의 緊密한 協力과 支援을 求하고, 이 로 因하여 政府, 
國聯諸機關 및 赤十字의 三者 간에 協力體制를 實現할 것.

3. 모든 政府가 赤十字社聯盟의 開發計劃에 物質的인 援助를 供與하고 
이로 因해서 發展途上國들의 社會問題解決에 貢獻할 것.

4. 國際機構 및 財團에 있어서, 그중 可能한 힘이 發展途上國國民에 대 
한 連帶感으로 表明되어 이 重大한 活動을 遂行하는 데 赤十字社聯盟 
을 援助하는 것이 될 것

을 勸吿하며,
이 決議를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가 確認하고 支持하도록 同會議에 回附 

할 것을 決議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1973年, 決議 
事項第29號)

第22次 赤十字社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 그들 나라의 政府,「유엔」專門機關 및 非政府機構 간에 
당장 볼 수 있는 協力과 業務上의 關係를 알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해서 感 
謝의 뜻을 表하며,

各國赤十字社는 當局의 補助者로서 活動하고, 地域社會의 모든「레 벨」 
에서 保健衛生 및 社會開發의 分野에서 協力해야 하는 使命을 지녔으며, 
또 多數의 奉仕者로부터의 援助를 求할 수가 있는 데 注目하여,

各國赤十字社가 베푸는 奉仕活動이 보다 意義있는 結果를 얻기 위해서, 
使用할 수 있는 모든 援助를 보다 알차게 調整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 각 
하여

1. 各國赤十字社가 政府에 대해서「유엔」經濟社會理事會의 決議條項 第 
1580號 (L) 및「유엔」總會의 決議事項 第2626號에 계속 注意를 하고, 
또 各國赤十字社를「國家事業」의 計劃과 모든「레 벨」에 서 의 參加에 包 
含시켜 주도록 依賴할 것.

2. 各國赤十字社가, 各自 政府를 통하여, 國聯開發計劃(UNDP), 世界 
保健機關(WHO),國際勞動機關(1LO),國聯敎育科學文化機關(UNESC 
〇),國聯食糧農業機關(FAO),國聯• FAO世界食糧計劃(WFP),國聯 
兒童基金(UNICEF)과 같은 專門機關으로부터 더욱 緊密한 協力과 支 
援을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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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政府,「유엔」機關 및 赤十字간의 協助를 強化할 것.
3. 모든 나라의 政府가 그 나라의 社會開發을 支援하는 赤十字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赤十字에게 가능한 限 모든 援助를 해 줄 것.
4. 政府는 國家開發計劃을 立案함에 있어서, 關係者 모두를 위해서 調 

整된 努力과 積極的인 結果를 確保할 수 있도록 赤十字의 經驗을 考 
慮에 널 것.

5. 國際的인 非政府團體 및 財團에서, 그 可能한 者는, 全員이 參加해 
서 赤十字의 開發計劃의 遂行을 援助할 것, 또 이렇게해서 모든 나라 
모든 年齡層 國民과의 團結을 表明할 것

을 勸吿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6號）

理事會는,

發展「프로그램」을 制度化하며 여러가지 事業의 專門的 質을 높이려는 
現在의 努力을 承認하면서

聯盟 事務總長에게 聯盟事務局內外에 技術分野 專門家의 必要性을 繼續 
檢討하며 모든 活動分野에 있어서 特히 發展「프로그램」內 事業을 위한 

硏究 計劃實踐 그리고 評價에 專門家의 協力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기를 要 
望한다. （第34次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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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保健

1 .公衆保健

（a） 一般活動

保健事業分野에서의 各國赤十字社의 三大 基本的 任務는,
（가） 公衆保健事業에 관한 關心을 促進 • 維持할 것 ,
（나） 政府機關事業을 支持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이를 補完할 것,
（다） 示威運動, 敎育 또는 기타 方法을 통해서, 保健에 관한 有用한 知 

識을 普及할 것.
各國赤十字社는, 自社의 保健衛生事業을 指導하기 위해서 正規의 有資 

格者를 雇用하고, 非專門家를 訓練시키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講求한다. 
（第 1 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네바」1920年, 決議事項 第2號 第7—8項）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의해서 成就된 保健 및 福祉事業의 重要性을 認定하며, 
이들 事業의 性質 및 範圍가 國內 및 地域的事情에 따라 決定듸는 事實 

을 考慮하여,
이 分野에서의 赤十字의 有用性은, 主로 이 目的을 위하여 特殊訓練을 

받은 要員을 使用함으로써 大衆을 敎育하고, 참신한 方法으로 實驗하며, 
政府機關과 奉仕機構間事業의 調整을 :助長하고, 또 있을 수도 있는 間隙 
에 다리를 놓는 데 있다고 認定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25號）

理事會는,

聯盟事務局의 任務는, 醫療社會事業의 實施, 發展 및 改善이란 黙에서 
各國赤十字社를 援助하는 데 있음을 考慮하여,

事務局이 上記의 諸勸吿를 適用함에 있어서, 他赤十字社의 經驗을 認識 
시킴으로서, 특히 上記의 勸吿에서 取扱한 事業에 관하여, 또는 有効適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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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되는 技術的改善 및 參考的事項에 관해서, 全力을 다하여 各 
國赤十字社를 援助하도록 委任한다.

따라서 理事會는 다음과 같은 것을 要請한다.
(a) 各國赤十字社는 事務局에 대하여, 自社의 保健事業의 進行 멏 發展 

狀況을 恒常 報吿할 것,
(b) 事務局이 關心있는 各國赤十字社에게 配付할 수 있도록 各社는 寫 

眞 및 가능하면 映寫「필름」을 事務局에 提供할 것,
(c) 各國赤十字社는 事務局 保健部에 대해서, 몇몇 赤十字社의 實例와 

같이 自 國에 서 가장 重要한 醫療雜誌에 投稿할 特權을 附與할 것 , 나아 
가 事務局에 대해서 上記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各國赤 

十字社간에 配付할 參考文獻 및 技術的文書作成에 특히 責任있는 赤十字 
聯盟保健部長을 도울 수 있는 規定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第19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44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保健部가 어떤 種類의 問題 특히 輸血에 관한 問題 등을 
優先的으로 다루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이 採用한 新企劃에 관한 情報를 聯盟保健 
部에 報吿하여, 同部로 하여금 이러한 情報를 他赤十字社에 送付할 수 있 
도록 要請하며,

赤十字社聯盟 保健部에 대해서, 이에 관한 費用을 支辯하기 위한 財政 
的인 措置를 講求하도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6 

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公衆保健分野에서 新規事業을 企圖할 경우에는 ー定한 
原則에 따라서 行하도록 勸吿한다. 즉,

(a) 이러한 事業은 重複을 避하기 위해서, 他政府나 또는 奉仕機關에 의 

해서 實施된 事業과 同一한 것이 아닐 것,
(b) 赤十字에 特히 適當한 事業은, 指導的 또는 先驅的事業計劃이라 생 

각되는 것, 또는 그 나라 公衆保健事業에 現存하는 間隙 혹은 赤十字 
가 단지 政府의 保健事業實施의 援助에 그 任務의 限界가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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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間隙을 메꾸는 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指導的事業 
을 計劃함에 있어, 赤十字는 適當한 時期에 그 成就한 事業의 계속 
적 인 遂行을 關係國公衆保健當局에 讓渡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c） 平時에 있어서는, 各國赤十字社는 特殊한 保健衛生事業을 採擇할 義 
務가 없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活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높은 技術的 
水準에서 實施할 수 있는 事業만을 擔當해야 할 것이며, 그 計劃은 
均衡이 잡히도록 하며 現存의 公衆衛生事業의 範圍內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 

로」1950年, 決議事項 第14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의 基本的任務의 하나는, 政府當局에게 附加的으로 專門的 
또는 補助的인 有資格職員을 提供함으로써 政府의 活動을 補完하는 데 있 
음을 堪案하여,

各國에서, 健康維持에 필요한 諸活動을 計劃, 實施함에 있어 各國赤十 
字社와 管轄當局간에 가능한 한 긴밀한 協調를 樹立할 必要를 強調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應急救護, 災害救護, 保健敎育, 看護, 輸血, 
身體障害者 및 老人의 保護, 精神衛生事業,「알콜」中毒防止, 營養 및 社 
會福祉, 특히 母子保護 分野와 같은 갖가지 赤十字活動에 奉仕補助員이 
幅넓게 參加하도록 激勵하기 위해서 더욱 努力할 것을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모든 奉仕的 및 補助要員의 訓練에는 오직 必要 
한 技術敎育만을 包含시킬 것이 아니라, 나아가 赤十字와 그 理想, 그 國 
內的, 國際的 兩面에서의 活動手段 및 그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詳 
細한 知識도 敎育에 包含시키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가 災害救護事業에 活動할 補助要員을 訓練시 킬 必要를 特 
히 強調하고, 이 訓練에는 赤十字職員과 一般人간의 關係에 있어서 人間 
的要素의 重要性과 또 이러한 關係에 影響을 미치기 쉬운 心理的, 社會的 
要因에 관한 知識을 敎育에 包含시킬 것을 強調하고,

政府가 國際的次元에서의 赤十字의 經驗을 考慮하여, 赤十字의 努力을 
認識하고 赤十字의 公平性과 獨立性이란 指導原理를 尊重하는 동시에 그 
開拓的事業과 傳統的活動 및 救護活動을 助長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

296



第6章第2節保健

1957年,決議事項第27號）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聯盟事務局과 國聯, 國聯專門機關 및 그외의 非政府國際機構간의 효과 
적 인 協力에서의 有益한 結果를 認識하고,

특히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赤十字社와 政府機關, 保健機關, 敎育機關, 
福祉機關간의 有益한 活動協力의 價値와 重要性을 認識하고,

이러한 活動協力을 國家的 및 國際的 規模에서 促進하고 擴大할 必要性 
을 强調하며,

各國赤十字社가 1965年,「비엔나」에서의 赤十字社聯盟理事會에서 可決된 
開發計劃에 관한 方案을 促進시킴으로써 自國의 人道的分野에서 할 수 있 
는 役割에 대한 政府의 注意를 喚起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發展途上地域에서의 特別한 要請에 應하기 위하 
여 政府 및 기타의 非政府奉仕團體外의 協力下에 靑年 및 成年을 위한 保 
健, 敎育 및 福祉事業計劃을 確立, 그리고 또는 擴大하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35號）

理事會는,

健康의 改善이 모든 나라의 住民을 위한 가장 重要한 점임을 考慮하여,
健康狀態의 堅實한 進步가 나라의 經濟的인 發展에 根幹的인 重要性을 

지니므로 開發計劃의 必須的 要素임을 考慮하고,
健康에 대한 一般의 관심을 增進함이 各國赤十字社의 第一義的인 任務 

임을 考慮하여,
各國政府에 대 하여 그 公衆保健計劃을 經濟 및 社會的開發計劃에 合致 

시키기 위해서 擴大하도록 呼訴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自國政府와 協力해서 그 人道的使命을 成功的으 

로 達成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要望한다. （第29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決議事項 第13號）

理事會는,

現 時代에 있어서의 모든 分野（專門的, 經濟的, 科學的, 產業的）에서의 
社會變化가 急激하다는 것, 또 經驗分野의 多樣性, 適應性의 可能性과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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樣한 赤十字奉仕員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赤十字가 地域社會안에서 다할 

수 있는 役割을 認定하며,
赤十字의 積極的인 參與의 重要性과 公私를 불문하고, 多樣한 水準에서 

의 協力의 重要性을 強調하며, 또
이러한 急速한 變化의 時代에서 醫療社會分野에서의 새로운 樣相에 對 

處하는 地域社會를 援助하는 것이, 赤十字에 課해진 機會임올 カ說한다. 
（第87次 執行委員會,「제네바」1968年, 決議事項 第14號, 第30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이스탄블」1969年 採擇）

（b） 敎育과 普及

理事會는,

保健敎育올 普及시킬 必要性이 모든 나라에서 カ說되어야 한다고 믿 

는다.
大多數의 赤十字社가 이 分野에서 重要한 役割을 다하고 있음을 認定하 

는 바이며, 各社의 活動을 促進시키는 동시에, 各社가 姉妹社의 經驗에서 
利益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分野에서의 活動報吿를 赤十字社 
聯盟事務局에 集約시키는 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하므로써 聯 
盟은 모든 情報, 資料 특히「필름」및 業績을 各社에 送付하거 나, 또는 
受領한 最新報吿에 依據한 最新情報를 送付할 수 있는 立場이 될 것이다.

事務局은, 이 런 資料들올 照會, 分析하고, 拔粹나 槪要를 各國赤十字社 

에 送付하도록 한다.
理事會는, 講演,「라디오」放送,「레코드」및「필름」에 의한 保健敎育 

의 有効性을 强調한다. 聯盟事務局은, 各社에게 提供할 수 있는 保健普及 
「필름」에 대해서 알리는 동시에 어떤 條件으로 入手할 수 있는가를 提示 

하여 야 한다.
聯盟事務局에 의해서 實施된 이 保健普及事業에서 發生하는 모든 赤十 

字社들의 便宜를 考慮하여 理事會는, 必要한 職員이 나 資材를 事務局이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提案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37號）

理事會는,

保健敎育, 事故防止 및 救急法에 관한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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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第25號와 26號,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의 勸吿 第16號, 第17號와 
아울러 1963年의 代表者會議의 決議事項 第13號을 考慮하여,

人口가 增加하고, 產業과 通信手段이 膨脹하여 加速化되고 있는 世界의 
現況에 留意하여, 保健敎育, 救急法, 事故防止, 免疫을 위한 社會運動 둥 
에 관한 事業과 國民의 衛生狀態를 改善하고자 計劃된 그외의 事業들을 
더욱 增大시켜야 할 各國赤十字社의 重要한 役割을 强調한다.

救急法은, 事故防止와 매우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고, 救急法의 訓練은 
특별한 負傷과 그것을 避하는 方法에 관한 講習을 包含시 켜야 하며, 保健 
敎育은 疾病의 豫防과 衛生水準의 向上에서 적극적인 役割을 맡아야 한다 
는 것을 認定하며,

赤十字社聯盟과 世界保健機關(WHO)간의 有効한 協力에 대해서 留意 
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獨自的으로 또는 기타의 專門機關이나 保健當 
局과 協力하여, 이러한 分野에서의 그들의 活動을 增大시키도록 勸吿한 
다. (第84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4年, 決議事項 第17 
號,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엔나」1965年 採擇)

執行委員會는,

모든 水準에 있어서 敎育은 오늘날 國家가 當面한 가장 重要한 問題中 

하나이 며 몇 몇 獨立된 國家들은 基本敎育의 必要 때 문에 聯盟에 加入한 것 
이므로 本委員會間에 基本 保建敎育分科委員會를 :設置하도록 建議한다. 
(第34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8號)

(c)訓 練

理事會는,

姉妹社가 達成한 進展狀況을 硏究하기 위하여 責任있는 醫務 擔當者를 
海外에 派遣할 수가 있다면, 各國赤十字社는上醫務事業의 技術面을 改善하 
는 데 鼓舞될 것으로 믿으며,

따라서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提議한다.
(a) 뜻있는 各國赤十字社는, 外國赤十字事業에 소속하는 醫務擔當者가 

특별히 關心있는 特定部門의 組織이나 活動에 대해서 硏究할 수 있도 
록 自國에 獎學金制度의 設置 可能性을 考慮할 것. 이러한 獎學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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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益者는 獎學金支給社에 의해서 招請되고, 受益者의 所屬社와 聯盟 
事務局의 協力에 의해서 選拔되는 것으로 한다.

（b） 財政狀態가 이를 許用하는 各國赤十字社는, 自社의 費用으로 이러 
한 事業에 屬하는 醫務擔當者를 特別訓練 目的으로 해서 姉妹社에 派 

遣할 것,
（c） 이러한 提案을 實施하기가 不可能할 때에는, 各社間의 交換이 期待 

되며, 互惠主義의 原則에서 醫務擔當者의 生計費는 姉妹社가 負擔하 
고 交換은 聯盟事務局의 .仲介를 거쳐서, 特定期間 實施되는 것으로 
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

45號）

理事會는,

發展途上國에 對한 增大하는 醫務事務提供의 計劃에 관한「오스트랄리 

아」赤十字社의 提案를 諒知하고,
第15次 看護諮問委員會會議 및 第 9 次 衛生諮問委員會會議의 勸吿를 考 

慮하여
이러한 計劃을 原則的으로 承認하는 바이며,
그러 나 現在의 聯盟의 獎學金制度 및 硏修訪問制度와 資材供給計劃은 當 

面 業務提供에 正確히 計劃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하며,
別個의 財團을 設立하기 보다는, 차라리 聯盟의 計劃을 強化할 것을 決 

定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하」1961年, 決議事項 第20號）

理事會는,

第 8次 保健諮問委員會會議 이후에 있었던 醫務 社會的性格의 赤十字會 
合과 硏究會에 관한 報吿와 評價를 檢討하여,

赤十字의 醫務社會活動의 發展을 위하여 매우 鼓舞的인 勸吿가 作成되 
고, 현저한 成果를 얻었음을 考慮하여,

이러한 會合을 組織하고, 또는 向後에라도 組織할 수 있는 各國赤十字 
社에 대해서 感謝의 뜻올 表明하고

醫務社會部가 各國赤十字社의 事業을 促進發展시킬 수 있는 時事的인 
醫務社會問題에 관한 이 런 種類의 會合, 즉 專門家會議 및 硏究會의 組織 
을 계속하도록 獎勵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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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事項第14號）

2.救急法

（a） 事故의 被害者에 對處할 緊急救護組織

理事會는,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路上事故, 救急航空機, 海上, 山岳, 鑛山, 公共集 
會 둥에 관련되는 救急活動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可能한 限 모든 援助를 주도록 勸吿한다. （第17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7號）

（b） 救스員養成

總會는,

특히 國內나 國際的災害에 관해서, 應急處置所 및 醫療所의 組織이 重 
要함을 생 각하여 ,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이 런 組織을 持續하고, 또 赤十 
字旗아래, 이미 實施되고 있는 모든 事業을 調整하도록 勸吿한다. 事務局 
은 이들을 國際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사마리아」人（慈善家） 養成의 主 
要方針을 劃一化하고, 標準化할 것 을 硏究하도록 要請한다. （第 3 次 赤十 
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36號）

理事會는,

救急法의 講習 또는 必要하다면 各赤十字社의 救急法講習을 改善하기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의 關心을 喚起시키는 것이 有用할 것으로 믿으며,

따라서,
事務局에 대해서, 海水浴場, 鑛山, 工場과 갈은 特定分野에 있어서의 應 

急救護, 路上應急救護, 航空機墜落救護 및 航空機에 의한 海上救助의 發 
展에 대해서, 各赤十字社에 계속 通報하도록 提議한다. （第19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46號）

理事會는,

本問題에 관한 決議에 따라 여 러 赤十字社가 救急團의 創設, 指導者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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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裝備 및 訓練 등과 아울러 赤十字活動에 自 發的으로 協力하는 無報酬奉
仕員의 一般的活用에 관해서 이미 硏究組織한 점을 考慮하여，

어떤 赤十字社의 經驗이 他赤十字社에게 有用할 것으로 생 각하며，나아 . 
가 이 問題는, 赤十字에 奉仕할 意思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
적으로 活用할 것인가 하는 硏究課題와 관계 있으며，그들의 協力은 完全 
히 組織된 機構에서만이 充分한 效果가 있는 重要한 問題임을 堪案하여,

이 問題에 관해 서 이 미 經驗을 쌓은 赤十字社가，그들이 취 한 方法과 成 
果에 관한 情報를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을 통하여, 他赤十字社에게도 通報 
하므로써 他社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勸吿하고，

應急處置事業과 奉仕員의 活用에 관해서，有資格人들의 모임인 赤十字 
會合의 機會에 同聯盟事務局이 이 問題에 관해서 서로의 意見을 交換할 
수 있는 機會를 갖도록 하게 하여，이 會合의 結果에서 나온 報吿를 執行 
委員會에 提出함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23號）

理事會는,

第25次 理事會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23號에 留意하고,
救急法이 國民間의 健康維持라는 面에서 담당하는 役割과 奉仕員을 統 

一하여, 他赤十字活動의 進展에 대한 關心을 喚起시킬 수 있는 基礎的訓 
練으로서의 役割을 確認하고,

問題의 重要性에 비추어, 關聯된 諸問題들을 硏究하기 위하여 諮問委員 
會안에 救急法實施委員會를 設立할 것을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프라그」1961 年 決議事項 第17號）

理事會는,

第78次 執行委員會의 決議事項 第13號 및 第25次 理事會 때에 會同했던 
人工呼吸에 관한 特別作業部會의 勸吿에 따라,

第 9 次 保健衛生諮問委員會에 提出된 소위 心肺蘇生法에 관한 諸報吿를 ■

考慮하여,
1952年의 理事會 決議事項 第 9 號 및 같은 해 의 國際會議採擇의 決議事

項 第31號가 앞서 勸吿한 餘他의 人工呼吸法을 中止하지는 아니하지 만 이 
새 로운 方法에도 관심을 갖는 赤十字社의 數가 增加하고 있음을 是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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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次 保健諮問委員會에 의하여 構成되었던 作業部會의 解散을 考慮 
하고,

醫務社會部에 대해서, 現在 使用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人工呼吸法에 관 
한 姉妹各社의 經驗과 새 로운 資料, 例를 들면 印刷物, 映書 등을 各社에 
傳達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指示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 
그」1961年, 決議事項 第18號）

代表者會議는,

救急法은 各國赤十字社의 基本的事業으로서, 이것을 一般에게 普及하는 
것은 健康增進을 꾀하는 固有의 赤十字活動으로 看做하며,

應急救護가 保健敎育의 많은 分野에서 해내야 할 役割은 보다 重要하다 
고 생각하고,

新設赤十字社에 대해서, 救急法敎育의 擴大 및 잘 訓練된 應急處置班의 
組織에 대한 注意를 喚起하며,

이 分野에 있어서 訓練擔當者와 指導者의 責任을 強調하고, 經驗있는 
姉妹赤十字社가, 聯盟을 통하여 最近에 創設된 赤十字社에서의 救急法指 
導員의 養成과 應急處置班의 增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援助를 提供 
하도록 要請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11號）

代表者會議는,

第25次 理事會 決議事項 第23號 및 第26次理事會 決議事項 第17號의 뜻 
을 새겨서,

聯盟 保健社會事業諮問委員會의 救急法實施委員會가 行한 作業 및 1963 
年「멕코린」에서 있었던 赤十字救急員 國際會合에 이룩된 鼓舞的인 成果 
를 堪案하여,

國內 및 國際的으로 救急法技術 및 器具의 單純化와 規格化를 提案하며
이를 위해서 赤十字社聯盟이 定期的으로 前記의 救急員의 國際會合을 

開催하고, 救急法指導에 능숙한 各國赤十字社代表가 모여서 各者의 經驗 
을 共同的인 것으로 만드는 機會를 되풀이 하도록 要請하는 바이 며,

各國赤十字社가 이 런 모임의 結果를 念頭에 두고, 가능한 한 언제나 이 

것을 救急法擔當職員에 通報하도록 勸吿하며,
같은 問題에 관하여, 各國赤十字社가 그 救國法事業에 있어서의 成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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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的으로 聯盟에 通報하므로써 赤十字救急事業을 활발하게 하고, 이 러 
한 情報에 따라서 聯盟이 發刊하는 文書를 自社內의 關係者에게 回報하도 
록 要請한다. （百周年會議,「제 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12號）

執行委員會는,

應急處置 實習에 관해서 오슬로（76.9. 29~10.1）에서 開催된 제 9차 會 
議進行을 注目하면서 委員會가 要請한 委任權限의 擴大로써 水上安全, 山 
岳安全, 事故豫防「앰브란스」要員訓練 그리고 모든 種類의 應急處置, 裝 
備 等에 관한 質問을 맡도록 한데 感謝하면서 委員會의 委任權限이 모든 

種類의 人員（醫療資格要員 包含） 그리고 物資（車輛 包含）에 있어서 緊急 
時 病院治療나 機關과의 關係에 拘礙됨이 없이 맡게된 바 있는 決定을 再 

確認한다.

執行委員會는,

赤十字奉仕員에 의해서 世界的으로 指導와 實習을 하고 있는 應急處置 

技術의 重要性과 現在의 廣範圍한 여건이 各國赤十字社로 하여금 多樣한 
「프로그램」과 優先權을 갖고 일하도록 하고 있는 데 注目하면서 더욱이 어 
떤 技術들은 같은 優先順位는 못되더라도 거의 모든「프로그램」에 適用되 
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赤十字社에서 共通으로 되고 있음을 注目하면서,

聯盟 事務局에 指示하되 專門家에 의 한 應急處置 技術의 標準化를. 檢討 
하며 아울러 이 問題에 대한 報吿書가 次期 理事會 및 1977年度 國際會議 
에 提出되 도록 建議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 
議事項第18號）

（c）路上緊急處置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路上事故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主要道路上에 一定한 間隔에 
따라 應急救護所를 設置하고, 電話를 架設하여 醫師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晝夜를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극히 重要한 일임을 認定하며,

「제네바」協約의 標章을 새긴 國際的인 標示에 따라서 道路標示를 調整 
하기 위하여 , 應急處置所의 組織化와 設置를 認定한 觀光事業機關과 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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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社가 密接히 協力할 것을 勸吿함은 赤十字國際會議의 義務라고 생 
각하며,

應急處置所의 役割은 다음 세가지의 事業, 즉
止 血
骨折의 固定
淸潔의 정 도는 여 하간에 傷處部位에 붕대를 하는 것에 있으며, 효과적 인 

治療를 하기 위하여 資格있는 醫療「센터」에 患者를 急送하는 데 절대로 
必要한 本質的條件에 限定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國際赤十字와 國際觀光協會 中央理事會가 路上應急處置所組織의 統一化 
를 確保하기 위해서, 前記의 原則을 實踐할 責任있는 常任委員會를 構成 
하기 위한, 代表를 指名하도록 希望을 表明하며,

나아가 모든 自動車, 적어도 乘客輸送에 利用되는 것 （長距離用 高速「버 
스」, 一般「버스」등）은 救急用品을 備置하도록 勸吿한다. （「브럿셀」19 
30年，決議事項第16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路上應急救護國際常任委員會의 興味있고도 有用한 報吿를 諒知하고, 
委員會가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해서 委囑된 委任事項을 여러 모 

로 實施했음에 留意하고,
그 자상한 活動과 報吿에 대해서 同委員會에 對하여 충심으로 感謝의 뜻 

을 表하며,
同委員會에 의해서 提議된 諸勸吿를 承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國內의 觀光協會 및 自動車「크럽」과 密接히 協 

調해서 路上應急處置를 위해서 효과적 이고도 劃一的인 施設올 發展시키는 
데 특히 留意하고, 赤十字社聯盟事務局과 이 分野에 있어서의 장래의 活 
動에 관해서 딜접한 接觸을 維持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하며, 또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같은 基盤에서 路上應急處置事業을 계속 推進할 
것 을 希望하는 뜻을 表明하는 바이 며 , 또 이와 關聯해서 賢明한 議長, .「베 
에그」（BWhague）博士 밑에서, 國際常任委員會에 그텋게도 價値있는 事業 
을 推進시켜왔던 專門家들의 經驗이 계속해서 有用할 것이라는 希望의 뜻 
을 表明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3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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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交通手段의 끊임없는 發展과 各國赤十字社에 의한 路上應急處置組織의 
현저한 進步, 또는 30個 赤十字社以上이 現時點에서 標準化된 道路標示로 
位置를 表示하는 標準化된 普遍型의 應急處置所를 採用하고 있는 데 注目 
하고

國內分野에서는 各國赤十字社가, 또 國際分野에서는 赤十字社聯盟이 路 
上, 특히 國際的인 幹線道路에 標準型의 應急處置所를 設置하기 위해서, 
自動車「클럽」기타의 國內的 또는 國際的機關과 政府機關 및 路上安全에 
특별한 關心을 갖고 있는 民間團體와 協力하여 모든 努力을 다하도록 希 
望을 表明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는, 標準化計劃으로서 路上應急處置事業의 發展을 
계속해서 獎勵할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靑少年赤十字를 통하여 
兒童들에게 交通規則과 救急法을 講習시키므로써, 그 活動範圍를 事故防 
止에 까지 擴大하도록 하기 를 勤吿한다.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17號）

理事會는,

數個國에서 自 動車運轉技士로 하여 금 救急要員證을 所持하게 하여 , 每年 
이를 更新하도록 하고 있음을 注目하며,

自動車마다 救急箱子를 備置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運轉技士는 救急要 
員證을 所持하고, 이를 每年 更新하여야 한다는 最終 目的을 達成하는 데 
모든 努力을 기울여 야 한다는 路上應急에 관한 國際常置委員會의 見解와 
같은 意見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最大의 事實을 實現하는 데 있 
어 直面하게 되는 困難性을 堪案하여 적어도 1 톤（t） 또는 그 以上을 運 
搬하는 모든 輸送車 또는 6人이상을 태우는 車輛은, 가능하면 定期的으 
로 更新되는 救急要員證의 保持者 한사람（運轉技士거나 助手）를 태우도록 
할 것이며, 또 언제나 利用할 수 있도록 應急處置用品을 갖추도록 命令할 
수 있는 法令을 採擇하기 위한 强カ한「캠페인」이 모든 나라에서, 實施될 
수 있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 
드」1946年, 決議事項 第50號）

理事會는,

赤十字 혹은 觀光團體에 의해서나, 相當數의 國家에서 實施되 고 있는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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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考慮하고,
各國赤十字社의 靑少年部에서는 交通의 危險性을 충분히 自覺하고 靑少 

年團員들에게 交通道德과 交通事故時의 救急法을 講習시키도록 要請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52號）

（d） 航空舊療活動과 應急處置

第1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時에 있어서 醫療航空機가 극히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하며, 各國赤十 
字社가（不可侵權 및 기타의 法的問題가 制定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民 
間醫療航空機의 發展에 全力을 集中하도록 提議한다.

民間醫療航空機에 관한 모든 進步는 마찬가지로 軍의 醫療航空機의 發 
展에도 크게 寄與할 것으로 確信한다.

本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問題, 특히 醫療航空機의 合 
理的配置와 使用, 그리고 飛行場과 緊急救助時의 飛行場使用에 관해서 各 
國의 公的 또는 民間機構와 協議하도록 勸吿한다. （「헤그」1288年, 決議 
事項第7號）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災害時에 航空機의 使用을 위한 許可를 確保하기 위하여 自國의 民間機 

構 또는 軍當局과 協定을 締結할 것,
航空發展과 關係있는 民間機構에 物心兩面의 援助를 提供할 것,
航空機製作時에는 되도록이면 標準型의 들것 備置를 위한 內部備品을 裝 

備함으로써, 航空機를 救急航空機로 즉시 轉換시킬 수 있는 方案을 硏究 
하도록 獎勵할 것,

國際救急航空機會議에 代表를 派遣할 것 등을,
勸吿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에 대해서, 技術的인 면에서 救急航空 

活動의 進展을 追求하도록 委任하며,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1. 赤十字國際委員會와「제네바」諸協約 締約國政府는 救急航空機의 國 
際的인 運行에 다음과 같은 便宜를 提供할 수 있도록 法律的 技術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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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方法을 硏究할 것. 즉, 
國境通過에 대한 便宜 
格納庫 및 空軍基地의 使用 
無線發信上의 優先權 
稅關과 警察業務節次上의 簡素化 
關稅와 着陸稅의 免除
商業用航空隊의 救助活動에의 參加

2, 各國政府는 赤十字社와 民間機構와 밀접히 協力하여, 自國의 救急航 
空事業을 組織하고 發展시키는 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브럿셀」19 

30年,決議事項第7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救急航空事業의 組織에 관련해서, 赤十字 및 기타組織에 부과되는 重要 
性이 더욱 增大하고 있음을 注目하며,

이 分野에서의 進展狀況을 赤十字會員國에 알려주기 위하여, 赤十字社 
聯盟이 취한 措置를 滿足스럽게 注目하며,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條項 第17號에서 記述된 勸吿를 되풀이하 
며, 各國赤十字社가 國內的인 觀點에서, 또 赤十字社聯盟은 國際的인 觀 
點에서, 다음의 可能性을 硏究하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a） 赤十字機構, 航空關係의 政府機關이 나民間機構, 航空「클럽」간에 봉 
사활동에 관한 滿足스런 協定을 締結할 것,

b） 이 關係에서, 航空機製造會社와의 協力關係를 確立할 것,
c） 航空機에 의한 患者輸送과, 航空事業에 관하여 必要로 할 경우에 應 

急救護管理를 促進하기 위하여 救急法과 訓練講習會를 組織化할 것,
本國際會議는 나아가서 各國政府에 대하여 患者輸送, 災害救護活動등과 

關聯해서, 各國赤十字社의 航空機使用을 獎勵하고, 促進할 것, 또 赤十字 
國際委員會와 더불어 平時에 있어서 救急航空機의 國境通過를 可能하게 
하기 위한 規則 및 技術的便宜를 導入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서 계속 
硏究하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32號）

理事會는,

災害發生地域이 陸路交通으로 어려운 地點일 때에는, 가능한 한 迅速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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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로 하는 應急處置物資을 落下傘으로 落下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어 
도 航空機 1 台가 待期하고 있도록, 모든 나라에서 權限있는 機關과 協定 
을 締結하기를 勸吿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 

年,決議事項第53號）

（e）醫療物資

赤十字의 平時事業은 器材와 物資의 增加와 더불어 그 質的變化도 必要 
로 한다. 總會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하여 本件에 관하여 各赤十字 
社의 多樣한 經驗을 組織的으로 硏究하고,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種器材 
의 購入, 配送管理, 交換 또는 여러 物資의 貸借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各國赤十字社의 要求에 應해주도록 勸吿한다.

總會는 나아가서, 平時 및 戰時를 위해서, 各赤十字社의 管轄內의 적절 
한 場所에 , 赤十字備蓄倉庫를 設置하도록 勸吿한다. （第 3 次 赤十字社聯 
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10號）

3.輸 血

理事會는,

輸血事業의 發展은 國民에 대한 注目할만한 追加事業을 赤十字로 하여 
금 可能하게 하는 것으로 認識하며,

聯盟事務局이 本件에 관한 모든 可能한 情報를 계속해서 各赤十字社에 
提供하도록 勸吿한다. （第1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6年, 決議 
事項第22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輸血事業에 관해서 積極的인 役割를 擔當하여, 輸血「센 
터」의 設立에 관해서 自國政府와 協力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스스로 輸血 
「센터」를 組織할 것을 勸吿하며,

가능한 한 獻血 및 輸血은 無償의 原則이 普遍的으로 適用되도록 勸吿 
하고

供給, 器材 및 輸血方法의 標準化에 관해서, 硏究가 實施되도록 勸吿하 
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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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社聯盟이 輸血問題에 관한 情報를 入手할 수 있는 機關으로서 , 本 
決議事項 第 4項안에 記述되어 있는 諸機關中에「世界保健機關(WHO)」를 
追加한 데 이어서, 第19次理事會(「옥스포오드」1946年)에 의해서 採擇된 
保健諮問委員會의 決議事項 第4號를 採擇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 
議事項第47號)

理事會는,

輸血事業이 극히 重要하다는 것을 實感하며, 
以下 事項들을 決定한다.
a) 各國赤十字社가 必要한 場所에 輸血「센터」를 設置하고 아울러 獻血 

者名單을 作成하는 데, 대해서 聯盟保健部가 계속해서 獎勵하고 또는 
援助할 것,

b) 國際交換可能性의 確保를 위해서, 特히 輸血器材의 標準化에 관하여 
保健部와 國際輸血學會간의 密接한 協力關係를 維持할 것.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15號 a)b)

理事會는,

醫學的인 治療上, 輸血의 重要性을 實感하며,
이 分野에서의 各國赤十字社의 關心이 더욱 增大하고 있음을 感謝하며, 

동시에 이 專門分野에서 適切히 訓練을 받은 醫療要員과 技術要員의 一般 
的인 不足을 自覺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a) 모든 나라에서의 血液事業의 性格과 發展에 관해서, 各國赤十字社에 

계속 情報를 보낼 것.
b) 그 나라의 所要에 가장 앝맞는 事業의 形態에 관하여 이 計劃에 着 

手하기를 希望하는 赤十字社에게 書信 또는 專門家의 派遣에 .의한 助 
言을 할 것.

c) 이 目的을 위한 資金이 있을 경우에는, 各國赤十字社가 指名한 醫務 
要員과 技術要員이 적 합하고, 적절한 訓練을 가장 훌륭하게 提供할 수 
있는 나라에서 硏修訪問을 하도록 주선할 것, (第22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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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輸血을 取扱하는 技術機關 및 管理機關의 名稱으로서 는「센터」또는「서 
어비스」라는 말을 使用하는 것이 다른 어떤 말보다도 바람직하다고 決定 
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30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內科 및 外科診療에서, 輸血로서 이루어지는 治療의 重要한 役割이 增 
大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血液需要가 地域社會에 있어서 새로운 負擔이 되고 있으므로, 獻血者의 
數가 더 한충 增大될 必要性을 考慮하여,

本件에 관한 1948年「스톡홀름」에서의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가 採擇한 
決議事項 （決議條項 第47號） 및 1950年「모나코」에서의 第21次 聯盟理事會 
가 採擇한 決議事項 （決議條項 第15號）를 想起하며,

輸血의 問題에 관계되는 各種 國際的인 機關을 網羅하여 1956年에 聯盟 
이 組織한 會合의 輸血用資材의 規格化 및 國際交換可能性, 生物學的規 
格化, 器材의 備蓄, 職員의 訓練 및 獻血者募集에 관한 諸勸吿를 考慮하 
여,

輸血事業의 發展과 傳染病, 災害 또는 武力衝突時에 使用하기 위한 乾 
燥血漿과 血漿分劃의 備蓄의 設立에 관하여 各國赤十字社가 遂行하고 있 
는 活動을 歡迎하며,

輸血事業의 組織에 관해서, 赤十字社와 政府當局간에 國家的次元의 긴 
밀한 協力이 重要하다는 것을 强調하며,

血液의 無償提供 및 受領의 原則이 가능한 한 普遍的으로 適用되 어 야 한 
다는 希望을 確認하며,

各國赤十字社가 계속해서 이 醫務社會問題의 重要性에 대해서 一般의 注 
意를 喚起하고, 이에 관한 地域社會의 國民的 및 人道的인 敎育에 寄與하 
도록 勸獎하는 바이 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는 姉妹社의 經驗에 의거한 情報를 各國赤十字社에 
게 널리 利用케 하고, 各國赤十字社간의 相互援助外 技術者나 獎學資金受 
領者의 交換을 助長하므로써, 各國赤十字社의 輸血 및 獻血者募集計劃을 
激勵 및 援助하도록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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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世界各國이 輸血事業을 擴大發展시킬 必要性을 認識하며,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a） 輸血事業을 發展시킬 必要가 있는 各國赤十字社는 自國政府와 긴밀 
히 協力하여 이 事業의 遂行을 위하여 最大의 注意를 베풀도록 할 것

b） 援助를 할 수 있는 赤十字社는 援助를 必要로 하는 赤十字社에 대해 
서 專門家 또는 器材로서 技術的인 援助를 베풀도록 할 것

c） 各國赤十字社는, 輸血로해서 利益을 보고 있는 各種團體를 적당한 
時期에 排除하기 위해서, 이 重要한 人道的業務에 관한 一般國民의 敎 
育에 注力을 할 것.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社會,「아테네」1950年, 
決議事項第14號）

代表者會議는,

第25次理事會 決議條項 第14號 및 第26次理事會 決議條項 第19號의 各 
項을 參照하여,

극히 緊急한 問題이며, 一般의 敎育을 必要로 하는 輸血分野에서 赤十 
字가 그 一翼을 擔當하도록 要望되 고 있음을 確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定期的인 獻血者의 募集을 위하여 活潑히 活動 
하고, 自國內에서 輸血의 普及을 助長시키기 위해서 民事行政當局에 최대 
한의 援助를 提供하도록 要望하며,

聯盟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에 베푼 援助와, 經驗이 不足한 赤十字社를 
위한 各社의 努力을 調整한데 대해서 感謝하며, 聯盟이 各社相互간의 經 

驗交換 （예컨데 會合이나「세미나」를 開催함으로써） 및 技術的援助 （後援, 
專門家派遣, 器材의 寄贈 및 貸與）의 增進을 계속하도록 希望하는 바이며

聯盟이, 民事行政當局,및 一般에 대한.協力ー致의 活動을 효과적으로 
增大시키기 위해서, 輸血事業에 관계있는 大規模 國際機關（世界保健機關 
（WHO）, 國際輸血學會, 歐州評議會）와 協力하여 遂行하도록 激勵한다. （百 
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14號）

理事會는,

全世界를 통한 輸血分野에서 赤十字活動이 進展하고 있다는 것과 또 各 
國赤十字社의 自國內의 全國的인 血液事業에서 차지하는 責任이 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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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考慮하여,
赤十字事業에 대해서 政府當局이 보여 주고 있는 關心을 考慮하고, 調 

整者 또는 調整所로서의 赤十字社聯盟이 담당할 役割등을 감안하고,
이 分野에서 聯盟事務局이 담당하는 일을 遂行하기 위해서, 聯盟事務局 

의 機能은 擴大하고, 職員을 增加시킬 것이 重要하다는 專門家實務會의 
結論을 確認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 란」1953年, 決議事 
項第21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오늘 날, 各國赤十字社의 過半數가 血液事業을 實施하고 있으며, 特히 
그중의 14개 赤十字社는 그 나라에서 必要로 하는 血液을 完全히 供給하 
고 있는 事例를 注目하며,

1936年, 1948年 및 1957年의 赤十字國際會議가,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 
에 대해서, 그 血液事業의 進展을 要請하는 決議를 採擇하고, 1948年以後 
의 決議는 無償獻血의 原則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想起하고,

赤十字社聯盟의 管理部署에서 1946年, 1950年, 1952年, 1956年, 1958年, 
1959年, 1963年 및 1966年에 採擇한 決議事項에 의해서, 無償獻血原則에 
따라서 血液事業의 發展올 促進시키도록 各國赤十字社들에게 착실하게 激 
勵해온 데 대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목하며,

모든 國民이 血液事業의 硏究로부터 技術 및 計劃作成面에까지 근래에 
이루어 놓은 醫學과 科學上의 커다란 進步로부터 利益받을 것을 希望하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全國的規模의 血液事業에서 이루어지는 
無償獻血은 가장 安全한 醫學上의 療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아 
가 自由意思에 의한 個人的인 人道的奉仕活動을 重視하므로써, 나라의 社 
會構造를 탄탄히 다지게도 된다는 데 世界의 有力한 與論指導者들과 더 불 
어 信念을 같이하며,

人道的原則에 따라서 動機가 되고 있는 自發的인 獻血者들로 供給하는 
血液이 가장 安全하고도 効果的인 方法이 란 것을 確信하는 바이며,

모든 나라 政府에 대해서, 自國民들에게 安全한 血液事業을 遂行하기 위 
하여 最高의 規準을 採用하도록 독촉하며, 또 이러한 基準을 無償獻血의 
思想에 따라서 正式으로 決定하도록 促求하며,

各國赤十字社와 政府에게, 國民들의 幅넓은 自發的인 參加에 따른 全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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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血液事業이 란 人道的 目 的을 達成하기 위 해 强カ한 共同努力이 베 풀 
어지도록 勸吿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8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過去 4年間 赤十字의 血液事業이 顯著히 成長했음을 滿足하게 認識하 

면서,
이와같은 血液事業은 제22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8號에서 勸吿 

되고 第28次 世界保健總會에서 이를 同議해 준 것과 같이 血液을 無償으 

로 寄贈하는 人道的原則이 점차 實證되고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國際機關이 自進하여 無償으로 血液을 寄贈하는 獻血支援에 나서 

고 있음올 고맙게 여기면서,
特히 赤十字血液專門家로 構成된 國際的「그룹」이 可能한 專門知識을 各 

國赤十字社에게 提供하는데 容易함을 認識하면서,
各國政府와 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미 前에 要請한 바와 같이 國民들의 

自進參與로써 이룩되는 國家 獻血事業을 發展하게 한 것을 增大토록 要望 
하며

이에따라 赤十字血液專門家로 構成된 國際的「그릅」의 努力에 의하여 
作成된 人間의 血液 血液의 成分 및 成分製劑供給에 適用되는 아래와 같은 
原則과 規定을 採擇한다.

(a) 血液과 그의 成分 및 成分製劑에 대한 安全하고 廣範圍하며 効果的 
인 供給은 地域社會의 責任이라는 것

이는 血液寄贈者側이나 血液寄贈에 所要되는 處理 및 行政을 包含 
한 節次를 擔當하는 機關이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財政的, 動機없이 
이루어저야 하며, 따라서 人間生命을 다루는 質的으로 높은 業務는 

地域社會에 最少限의 費用을 지도록 해야 한다.
血液寄贈者에게는 그가 한 寄贈이 어떤 一方에게 財政的 利益을 주 

기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을 위한 奉仕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確認시 
켜 야 한다.

(b) 血液 및 血液製品 供給은 性質上 必需的으로 人道主義的이 라야 한 

다. 이와 같은 業務를 提供하는 모든 機關은 그들의 일을 支援하는 
地域社會에 대하여 이같은 義務를 갖고 있어야 한다.

(c) 血液 輸血業務는 國家的基準에서 組織되어야 하며 國家保健當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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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規制되어야 한다.
（d） 血液寄贈者 및 輸血者의 健康保護를 위하여 最上의 醫療的 및 倫理 

的水準이 採血, 加工 및 配給에 있어서 遵守되어야 한다.
（e） 人間의 血液 및 血液製品의 供給은 世界保健上의 欲求를 最大効果 

로 發揮할 수 있어 야 한다.
最少限의 浪費 最良의 質 그리고 充分한 供給量은 血液輸血 業務에 

있어서 絕對 必要한 特徵이다. （제23次 國際赤十字會議,「부카레스트」 
1977.10.決議事項第16號）

理事會는,

赤十字와 血液事業에 관한 聯盟事務局報吿를 傾聽한 後 이 報吿書를 承 
認하며,

또한 다음 事項을 記錄해 둔다.
—— 提出한 獻血事業의 組 

織（76.10. 5~8「부다페스트」）에 관한 報吿書
——第6 次 赤十字血液輸血 專門家 國際「그룹」會議 報吿書（1977. 9.12~ 

13東京）
—— 日本赤十字社가 提出한 赤十字血液事業에 관한 第4次「아세아」및 

西太平洋地域「세미나」報吿書 （1977.915~21. 東京）
—— 提出한 血液輸血事業의 組織에 관한 제 3 次 中 

美赤十字「세미나」報吿書（1977.8.29~9.3, 「멕시코」）（제34次 國際赤十字 
會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19號）

理事會는,

1975年 10月, 33次 理事會에서 聯盟이 會員社의 獻血「프로그램」의 强 
化와 發展을 도우며 激勵하기 위하여 採擇한 바 있는 決議事項 제 6號를 
想起하면서,

血液輸血事業의 擴張 및 向上을 위한 各國赤十字社活動의 重要性을 强 
調한 바 있는 赤十字 役割 再評價 最終 報吿書를 考慮하면서

全世界를 通한 血液事業의 活動的 장래는 人間의 血液 血液成分 및 成 
分劑製의 供給을 통할하는 原則에 따라 이룩되 는 効率的인 國際赤十字의 
指導力이 要望된다고 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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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盟事務局이 各國赤十字社 顧問 및 專門家의 支援을 받아 다음과 같은 
責任을 履行하여 주기를 要求한다.

1. 赤十字로 하여금 完全한 獻血에 의한 血液輸血事業이 이루어지며 동 
事業이 強化될 수 있도록 効率性 있는 支援策을 마련할 것.

2. 血液, 血液製品, 輸血, 普及品 및 裝備에 .대한 國際的 配布 方途를 
모색하여 容易케 할 것.

3. 災害活動에 所用되는 必要한 血液, 血液製品, 輸血 普及品 및 裝備 
를 獲得하는 方法을 發展시킬 것.

4. 다른 國際機構와 같은 共同計劃에 있어서 効率的인 관계와 參與가 維 
持되도록 할 것.

5. 必要하다면 各國 保健部에 相談役의 일을 提供할 것.
6. 赤十字社에 血液分野의 發展에 관한 情報를 提供해 주며 赤十字 血 

液事業間의 通信 媒體 役割, 輸血에 관한 敎育 및 訓練活動支援 等 
을 提供할 것. （제 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20號）

4. 疾病에 대한 鬪爭

（a）傳染病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戰爭의 結果, 극히 重要해진 傳染病이 나또는많 
은 傳染性疾患에 대한 豫防運動에 관해서 國家의 公衆保健機關과 協力해 
서 赤十字가 遂行할 수 있는 役割에 대하여 注意를 喚起한다. 특히 傳染病 
에 대한 豫防運動과 같이 언제나 公的인 公衆保健機關의 엄격한 權限內에 
있는 領域에서마저도, 赤十字는 公的事業計劃에 協力할 수 있음을 指摘하 
며, 奉仕員의 貢獻에 感謝한다.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해서, 傳染病對策運動에 從事하는 各國赤十字 
社와의 連絡을 維持하고, 各國赤十字社에게 도움이 될만한 모든 技術的인 
進展을 알려 주도록 要請한다.

또 나아가서, 傳染病과 傳染性疾患統制의 分野에서, 數個國 赤十字社가 
맡았던 役割에 견주어서, 傳染病에 관한 專門家會議召集의 可能性에 대한 
硏究가 行해지도록 提案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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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年,決議事項第42號)

理事會는,

최근에 小兒마비問題가 全世界를 통하여 더욱 重大한 問題로 되고 있음 
에 비추어서,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疾病에 대한 鬪爭에 가능한 한 積極的으로 
參加하도록 勸吿하고,

各國赤十字社는 그 保健事業에 小兒마비가 流行했을 때에, 一般的 또는 
個別的으로 取할 豫防措置나 對應策을 自社의 保健衛生事業에 포함시키 
고, 이를 強調하도록 勧吿한다. 適切한 說明을 添加한다면, 成年을 위한 
赤十字의 保健敎育事業計劃에 뿐만 아니라, 靑少年赤十字의 事業計劃에도 
이들을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령「감마글로블린」과 같은 
消極的免疫은 一時的인 豫防에만 所用되는 것이며, 限定된 効力만을 지니 
고 있음이 뚜렷하기 때문에, 積極的 免疫만이 小兒마비에 대한 保護問題 
에 最終的인 解答인 것이다. 따라서 理事會는 어떠한 赤十字社도「감마글 
로블린」에 의한 保護가 小兒麻痺豫防方法의 唯一한 것으로 取扱해서는 안 
되며, 또 충분히 豫期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積極的인 免疫方法이 
開發듸어야 할 것이며, 赤十字社는 自國政府가 實施하는 豫防接種計劃에 
대해서, 가능한 한 援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小兒麻痺가 갑자기 發生했을 때에, 有資格看護員의 必要性은 主要한 問 
題이며, 또 患者를 病院에 輸送中, 혹은 病院에서 加療받는 중에, 呼吸마 
비로 苦痛받는 많은 患者에 대하여 人工呼吸을 시킬 수 있는 補助要員의 
問題도 또한 重要하다는 것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緊急事態에 對處하기 위해서 補助要員을 訓練 
하도륵 提議하며, 또 小地域社會에서 돌발적으로 發生했올 경우에는 赤十 
字姉妹社간의 相互援助의 原則에 따라서 地方單位로 組織듸는 移動醫療班 
에 의해서 잘 處理되기 때문에,

이 事業은 赤十字의 힘만으로는 堪當할 수 없으므로 이 分野에서 活動 
하는 世界保健機構(WHO)와 같은다른 保健機關과의 協力이 推進되도록 

勸吿하며,
小兒麻卑의 撲滅에 관하여는, 特殊한 醫學問題外에는 重要한. 社會問題 

가 있으며, 赤十字의 見解로는 이들 社會問題가 가장 重要하다고 생 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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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 문에,
또 慢性小兒麻卑患者에 대한 社會的援助를 매우 重要視해야 한다는 점 

을 堪案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分野에서 自國의 公衆保健當局과 小兒麻卑 

豫防을 위한 密接한 協力을 하도록 勸吿하며,
이 社會的威脅에 대한 共同鬪爭을 힘이 미치는 한 支持함으로써만이 赤 

十字는 그 基本的事業의 하나인 人類의 苦痛을 豫防하고 輕減하는 任務를 
遂行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第2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오슬로」1954年, 決議事項 第14號）

執行委員會는,

天然痘의 世界的인 流行危驗性에 留意하여,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비엔나」1965年 10月）에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 

38號의 알찬 結果를 認識하고, 赤十字와 國際聯合의 專門機關, 특히 世界 
保健機構 （WHO）와 같이 計劃中인 事業에 대한 調整을 要請하며,

第19次 世界保健總會（「제 네바」1966年 5月）가 採擇한 決議事項을 支持 
하며, 天然痘對應策을 強化하기 위해서 各國을 招請하며,

政府的 保健事業에 대한 赤十字의 補助的役割를 想起하며,
天然痘에 대한 世界的인 努力의 一環으로서, 天然痘의 汚染을 免한 나 

라의 各國赤十字社는 汚染國에 實質的인 援助를 提供하는 것은 自身들의 
保健面 및 經濟的으로 利益이 된다는 점을 認識하도록 自國에서 一般大衆 
을 理解시키는데 注力할 것이며, 또 天然痘汚染國의 赤十字社는 國家的 
天然痘撲滅計劃에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第86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 
會,「제네바」1966年, 決議事項 第16號,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 
그」1967年, 採擇）

（b）癌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癌은 結核이나 性病과 마찬가지로 社會的인 苦 
痛으로 看做하고, 다음과 같은 癌對策「캠페인」에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早期治療의 必要性과 早期診斷과 治療를 위한 現存하는「센터」에 대해 
서도 國民의 注意를 喚起시킬 수 있는 方法으로서 宣傳活動을 組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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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32號)

(c)結 核

理事會는,

a) 必要한 경우에는, 특히 集團「X레이」檢査와「튜벨크린」檢査를 되풀 
이 받을 것을 獎勵하기 위한 모든 援助를 提供할 것.

b) 必要가 있는 나라에 示範的인 結核豫防「센터」를 設立하는 데 대한 援 
助를 提供해 줄 것.

c) 結核患者의 恢復, 問題에 대 하여 注意를 베풀 것.
d) 結核患者를 위해서, 더 많은 施設을 必要로 하는 나라에서는 經費가 

많이 드는 建物보다도, 차라리 조립식「방가로」와 같은, 費用이 적게 
드는 建物을 利用하도록 關係當局의 注意를 喚起시킬 것을 要請한다.

e) 結核抑制의 社會面과 특히 榮養 또는 旣存家屋을 改造함으로써 利用 
可能性에 대해서 注意를 기울일 것.

f) 聯盟, 世界保健機構(WHO), 國際結核「캠페인」과 國際結核豫防聯合 
間에 이미 確立된 緊密한 協力이 持續되어야 할 것

을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16號)

(d)心臟血管病

執行委員會는,

많은 나라에서의 血管病에 의한 높은 罹病率과 死亡率을 考慮하여,
心臟血管病의 豫防과 이러한 病에 걸려 있는 患者들의 恢復에 대한 赤 

十字의 役割」에 관한 報吿에 注目하며, 上記의 病이 死亡의 重要原因이 
되어 있는 나라의 赤十字社에 대해서, 自國의 關係當局과 協力하여 이들 
病에 대한 鬪爭에서 赤十字가 맡아야 할 役割을 硏究하도록 獎勵한다. (第 
86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6年, 決議事項 第15號, 第29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採擇)

(e)精神衛生

理事會는,

麻藥 또는 毒物를 反對하는「캠페인」에 赤十字의 參加에 관해서「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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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採擇된 決議事項을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는 이 決議事項에「알콜」使用을 反對하는「캠페인」을 包含 

시키고, 이 觀黙에서 精神衛生面에서의 發展에 赤十字가 參加하는 데 대 

해서 특히 考慮하도록 提議한다.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 
，年，決議事項第33號）

理事會는,

赤十字가 이 新規事業에 參加할 必要性에 留意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示範兒童指導診療所가 없는 곳에는 이것을 設 

置하도록 援助할 것을 勸吿하며,
나아가 醫師, 看護員, 敎師, 社會事業從事者 및 其他 公衆保健衛生從事 

者를 위한 精神衛生問題에 관한 敎育의 重要性을 認定하며,
赤十字看護員, 看護補助員 및 社會事業從事者를 위한 訓練講習內容에 

이 問題를 包含해야 할 것으로 勸吿하며,
마지막으로, 赤十字社聯盟保健部에 대해서는 精神衛生分野에 있어서 世 

界精神衛生聯合 및 世界保健機構（WHO）의 精神衛生專門家委員會와 적극 
적으로 協力할 것을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 
1950年,決議事項第18號）

理事會는,

1960年을「世界精神衛生의 해」로 定한 것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에서 計劃된 여 러 가지의 그 活動안에 看護事業要 

員을 參加시 키 도록 勸吿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 네」1959 
年,決議事項 第19號 第6項）

5•保健敎育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總會가 이 미 1922年에 國民에 대 한 保健敎育의 重要性을 强 
調한 決議事項을 採擇한 것을 想起하며,

1922年以來로 이 分野에서의 進步가 廣範圍하게 다루어졌지만, 聯盟의 
保健諮問委員會의 最近會合에서의 討議는 이 決議事項에 包含된 諸原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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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有効함을 明が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
이 여러 原則에 대하여, 赤十字의 保健敎育事業全般에 관하여, 各國에 

있어서의 社會的, 文化的, 人種的 및 宗敎的인 差異에 관한 注意를 기울 
여야 할 것을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國民에 대한 保健敎育分野에서 모든 努力올 다 
하여 人的인 要素나 個人的인 直接接觸의 重要性, 그리고 이 問題안에 包 
含되는 心理的, 社會的, 經濟的要因의 重要性을 强調해야 할 것으로 勸吿 
하며

또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硏究團體의 創設, 敎育的資料의 提供, 保健 
敎育關係者의 訓練 등과 같은 方法으로 國民에게 保健敎育을 普及시키도 
록 勸吿하며, 또 이 事業올 實施함에 있어서, 最新方法을 받아들여, 이것 
을 地域的環境에 適應시키며, 必要하다면 이를 改善하도록 勸吿하며,

더 나아가서, 本事業은 政府當局 및 國際的, 國內的, 地方的 水準으로 
이 分野에서 活動하고 있는 奉仕團體와 協力하여, 綜合的手段으로 實施하 
는 것 이 重要하다는 것 을 確信하며,

保健敎育事業에 있어서는, 이러한 共同作業만이 여러 나라에서 發生하 
는 所要에 各國赤十字社가 對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第23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오슬로」1954年, 決議事項 第15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50年「모나코」에서 開催된 聯盟理事會서 採擇된 基本的인 諸原則 및 
名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指導的 또는 開拓的事業이라고 생각되는, 또는 旣 

存의 公衆保健事業의 問題을 充足시키는 데 必要한 諸活動을 수행하도록 
勸吿한 點을 想起하며,

1954年「오슬로」에서 있었던 第23次聯盟理事會에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 
15號를 再確認하며,

a) 保健敎育을 赤十字의 모든 醫務社會事業 및 敎育事業의 本質的인 要 
素로서 發展시키기 위해서,

b) 病院, 外來患者診療所, 健康管理「센터」, 獻血「센터」, 看護事業 등에 
있어서의 保健敎育의 指導計劃을 推進하기 위해서,

c) 保健敎育推進의 媒介로서 家庭看護의 講習을 利用하기 위해서,
d) 保健 및 奉仕「프로그램」을 통하여 保健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靑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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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赤十字에 의해서 提供되는 많은 可能性을 完全히 活用하기위해서, 
e） 地域的인 習慣이나 風俗에 맞도록 마련된 視聽覺敎育補助資料를 作

成, 試驗 및 評價하기 위해서,
保健敎育分野에서의 各國赤十字社의 責任 및 開拓的事業 또는 指導計劃 

의 必要性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注意를 환기하며,
綿密히 計劃된 現場硏究가 調査 및 實驗的計劃의 價値를 強調하고, 
各國赤十字社가,
a） 自國에서의 各種赤十字活動에 대해서 技術的인 指導를 해주고, 또 

그것 을 調整하기 위해서,
b） 가능한 한, 높은 水準을 維持하기 위한, 職業的 및 보조적 保健事業 

從事者 또는 學校敎師 등을 赤十字事業의 原則과 方法에 따라서 訓練 
하도록 監督하기 위해서,

可能하면, 專任인 保健敎育專門家 （醫務社會事業家）를 고용해야 할 必要 
性을 カ 說하며,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해서, 保健敎育「프로그램」의 企劃과 擴大를 하 
고저 하는 各國赤十字社에 技術的援助를 提供하고, 또 財政的으로 可能한 
範圍內에서, 各國赤十字社의 各種 專門家代表들이 함께 모여 國際的 또는 
地域的인 共同硏究會를 組織하여, 이미 試驗을 마친 保健敎育資料의 交換 
을 促進하도록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6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家庭, 學校, 運動中, 路上 및 事業所에서 發生하는 事件이 增加하여, 
成人과 兒童들의 死亡이나 身體障碍의 큰 原因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며,

保健諮問委員會 및 靑少年赤十字諮問委員會의 事業 및 赤十字社聯盟事 
務局이 發行하는 刊行物에 注目하며,

成人 및 靑少年赤十字의 諸活動을 調整하는 일의 重要性에 留意하며,
여 러 나라에서, 公共機關과 專門機關 및 各國赤十字社 및 靑少年分野에 

서 事故를 防止하기 위하여 取하고 있는 數많은 活動들을 歡迎하며,
事故의 原因을 減少시키기 위한 諸措置 및 訓練을 받은 安全員과 一般 

大衆들이 더한층 安全에 관한 認識을 높이도록 모든 사람들, 특히 靑年層 
에 대한 敎育이 緊急히 必要함에 대하여 各國政府나 各國赤十字社의 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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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환기 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事故防止에 관련이 있는 公的 또는 民間團體와 

의 具體的인 協力이, 특히 敎育機關에서 이루어지고 또 發展되도록 하는 
方策을 硏究하도록 要請하며,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에 有益한 助言을 하기 위 
해서 事故防止에 관한 事業을 계속하도록 要請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第25號）

理事會는,

數個國 赤十字社가 第 9次 保健諮問委員會에 提出한 報吿書를 고려 하며
第23次 聯盟理事會가 採擇한 決議條項 第15號 및 第19次 赤十字國際會 

議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26號의 諸條項을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能力의 範圍內에서, 自社의 事業計劃과 關聯된 

國家的保健事業에 특히 大衆을 主로 農村地區住民들에 대한 保健敎育에 
貢獻할 것을 고려하도록 勸吿하며,

이 目的을 위해서, 各國赤十字社는 保健敎育計劃의 調整, 聯盟과 協力 
하여 先驅的事業의 實施를 可能하게 하도록 關係政府當局과 連絡을 취해 
야 할 것이라는 勸吿를 再確認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 
그」1961年, 決議事項 第16號）

代表者會議는,

保健敎育 및 事故防止에 관한 第19次 國際會議의 決議條項 第25號 및 
第26次理事會 決議條項 第16號를 考慮하여,

赤十字의 國民保健面의 使命을 想起하고 赤十字의 信用과 國民으로부터 
의 支持에 따라서, 赤十字가 맡아야 할 敎育上의 役割을 自覺하며,

各國赤十字社가 國民保健敎育에 대하여 특히 事故防止에 있어서, 먼저 
自社의 各種活動과 多數의 奉仕員活動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는 公共當局 
敎員, 醫師의 保健敎育 및 事故防止에 대 한 注意을 喚起시 킴 으로써 堪當할 
수 있는 重要한 役割를 強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國民保健當局 및 專門機關과 協力하여 이 分野 
에서의 活動을 계속하도록 獎勵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 
議事項第1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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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母子福祉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榮養敎育과 아울러 宣傳活動을 實施함으로써 一 
般市民, 특히 兒童의 保健敎育의 改善에 積極的으로 參加할 것 을 勸吿한다.

現在에 몇개國 赤十字社가 行하고 있는 努力과 榮養改善을 위하여 모든 
姉妹社에 擴大시 켜야 할 努力은 主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滋養食品과 均衡잡힌 食事에 관하여 學童들에게 끊임없이 敎育할 것
2. 學校給食이 價値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곳과 政府 또는 딴 團 

體가 이를 實施하고 있지 아니 하는 나라에서 學校給食을 提供할 것.
3. 赤十字職員, 어머니들 및 기타 사람들에게 家庭食調理에 대한 專門 

家들의 講習會의 마련.
4. 健康한 아기를 낳게하기 위하여, 妊娠중인 母親에 대한 正當한 情報 

와 또 필요한 경우에는, 適當한 飮食을 提供할 것.
5, 本件에 관한 正當한 情報가 有用될 수 있도록, 또, 必要할 때에는 公 

共團體가 이 重要問題에 대한 責任을 強하게 느끼 도록 올바른 食品 및 
給食評價에 대한 統制된 宣傳을 할 것.

6. 飢饉, 戰爭 또는 기타의 災害로 因하여 食料品이 通常的으로 入手하 
기 不可能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適正한 飮食을 供給할 것.

赤十字社聯盟理事會는, 同聯盟事務局 靑少年部의 注意를 喚起하기 위해 
서 本勸吿를 提供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第43號）

理事會는,

國際兒童福祉聯合（IUCW）과 赤十字社聯盟간의 連絡에 관한 執行委員會 

의 提案에 注目하며,
本連絡은, 國際兒童福祉聯合의 事務總長과 赤十字社聯盟事務總長 間의 

定期的인 接觸으로서 確立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한다. （第20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18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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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특히 國家的規模에 의해서 또는 近接各國家간의 
協定에 의해서 乾燥母乳의 製造와 配分事業을 擴張하여, 幼兒의 死亡防止 
運動에 貢獻하기를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48號)

理事會는,

a)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특히 政府의 對策이 모든 要求를 滿足시키 
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母子福祉의 모든 面에 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關心을 가질 것,

b) 必要가 있는 나라에서는, 保健婦를 위한 地域的인 計劃設定에 援助 
를 할 것,

c) 母子福祉에 관한 赤十字會員의 訓練講習을 적극적으로 獎勵하여, 그 
들이 本問題에 관한 基礎的 知識을 가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必 
要할 때는 언제나 保健訪問客올 援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兒 
童福祉에 관하여 適當히 修正한 靑少年用講習을 獎勵할 것,

d) 赤十字社聯盟保健部는 이 事業에 관해서, 世界保健機構 (WHO) 와 緊 
密한 協力을 維持하여 赤十字가 最善의 援助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母子福祉에 관한 專門委員會의 勸吿를 硏究할 것

을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17號)

執行委員會는,

政府와 國際機關이 多少 광범위한 事業計劃을 實施하고 있는 모든 나라 
에서는, 母子福祉가 優先的인 關心事가 되어 있음을 考慮하고,

赤十字가 幼兒福祉에 關係한 最初의 機構中의 하나였으며 또 數많은;母 
子福祉活動의 開拓者였음을 想起하며,

1950年「몬테칼로」에서의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에서 採擇된 決議 
事項 第17號를 想起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母子福祉事業에 관해서 政府 및 國際的機關과계 
속해서 協力해 나가도록 希望을 表明했음을 確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母子福祉事業計劃을 實施하도륵 委任된 사람들 
에 대한 敎育을 强化하도록 希望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母子福祉의 樣相을 硏究할 때에는 運動神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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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感覺器官의 혼란으로 影響을 받은 身體障碍, 社會的不適格 및 精 
神不安定한 兒童들을 援助하기 위해서 特別한 注意를 기울이도록 希望을
表明 하며, •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母子福祉事業計劃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를 獎勵 
하고, 援助하도록 要請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 
1956年, 決議事項 第 1 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社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事故防止問題에 관해서, 1955年 9月「제네바」에서 靑少年赤十字諮問 
委員會와 保健諮問委員會 委員들 間의 合同會議에서 내린 結論을 注目하 
며,

특히 兒童들의 死亡과 不具가 되는 重要原因이 되는 모든 種類의 事故 
件數가 增大하고 있는 傾向에 있음을 考慮하여, 成人과 靑少年赤十字事業 
調整의 重要性에 留意하여,

公共機關과 專門機關 및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社靑少年部門에 의한 事 
故豫防 및 防止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많은 主導的活動을 
歡迎하며,

事故의 原因을 줄이기 위한 對策과 一般大衆을 위한 敎育과 靑年들에게 
는 이를 위한 特別敎育에 대한 緊急必要性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의 注意 
를 喚起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事故防止에 關係하는 公共機關이나 또는 民間 
團體와의 實質的인 協力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發展되도록 하는 方法을 硏 
究하도록 要請하며,

事務總長에 대 하여, 各國赤十字社가 自由로이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書 
類를 계속해서 收集하도록 要請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 
「제네바」1976年, 決議事項 第2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 
리」1957年 採擇）

7. 民間人의 保護

（第3章第3節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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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公共當局 및 各國保健機關과의 關係

理事會는,

各國政府에 대하여 自國의 保健法에서 國內, 國際的으로 公衆保健에 관 
한 赤十字의 貢獻이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시키도록 勸吿하며, 또 結果的 
으로 이 團體의 幅넓은 會員들을 위한 모든 手段을 獎勵하여 赤十字에 대 
해서 그 責任을 履行해 가는 데 必要한 道德的, 物質的인 支持를 確保해 
줄 것을 勸吿한다. （第2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네바」1922年, 決議事 
項第23號）

理事會는,

保健分野에 있어서의 聯盟의 事業을 承認하고, 旣存 方針에 따라 계속 
해서 이 事業을 實施할 權限을 附與하며, 또 理事會는 이미 達成한 事業 
에 대해서 感謝의 뜻을 表明한다.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社會的苦痛에 대한「캠페인」을 專門 
으로 하는 國家的機關과 協力을 계속하도록 勸吿하면서, 聯盟事務局에 대 
해서, 國際結核豫防聯合, 國際性病豫防聯合 및 國際癌豫防聯合의 事務局 
과 協力을 계속하고 强化하여, 兒童福祉를 위한 努力이 集中되도록 協力할 
것을 希望한다.

理事會는 또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이러한 團體들과의 사이에 더 한층 
밀접한 個人的인 關係를 確立할 수 있는 可能性에 관해서 硏究하도록 勸 
吿한다.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37號）四

35）第2章第5節第3項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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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看 護

1 .組 織

活動的이며 強健한 사람들로 構成된 醫療團의 選拔 및 準備는 戰時나 平 
時에匚있어서, 救護團體에 有益한 일인 것이다. （第2次 赤十字國際會議, 
「베 를린」1869年, 決議事項 第 3號 第16項）

가능한 한 多量으로, 그리고 高度의 訓練을 받은 看護要員을 組織化하 
는 것이 赤十字의 基本的重要任務의 하나이며, 本任務는 다음의 두 가지 
樣相을 지니고 있다.

——病院活動에 관해서는, 必要로 하는 肉體的, 精神的資格을 갖춘 職 
員의 養成.

——負傷者의 輸送에 관해서도 同一한 資格을 가진 職員의 養成.
病院活動을 위한 訓練을 病者輸送의 重要한 面을 包含시켜야 하며, 들 

것메는 사람들의 訓練에는 적어도 負傷者에 대한 救急法을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成果에 대한 調査는, 中央委員會 및 政府가 許可하면 軍當局에 의해서 
行해지지 아니하면 안된다.

本目的을 위해서 創設되는 組織의 構成員은, 平時에 있어서도 活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5 次 赤十字國際會議,「로마」1892年, 決議事項 第 
11號）

國家의 福祉事業에 있어 正規看護員의 敎育的, 經濟的價値와 戰時災害 
및 傳染病流行時에 적당한 看護施設이 必要함을 認識하여, 各國赤十字社 
의 目標의 하나가「健康의 增進, 疾病의 豫防, 苦痛의 輕減」에 있음을 認 
定하며,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에서 看護人材의 增大와 發 
展에 이바지하도록 갈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즉, 公衆保健看護의 促進과 發展은 赤十字가 保健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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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있어서, 또 政府나 公的機關 또는 民間機構가 그들의 保健衛生事 

業에 있어서 赤十字社의 援助를 기대하는 나라에서는，各國赤十字社事業 
計劃의 重要한 役割을 차지해야 할 것,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自國에서 看護員의 國家的 重要性을 國民들에 
게 알리도록 促進하고, 看護敎育의 發展을 위해 活動하고, 敎養있는 婦人 
이 看護學校에 入學하도록 獎勵하여, 看護員의 社會的, 經濟的地位를 改 
善하도록 努力을 할 것,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看護組織의 價値를 認定하고, 自國福祉의 最善 
의 利益을 위해서 그 理想을 促進하도록 그들 看護員들과 活動할 것,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看護事業의 必要性을 檢討해서, 赤十字가 遂行 
할 看護事業을 決定하고 그 發展을 指導하기 위해서, 看護員의 代表, 醫 
療專門家, 保健敎育, 病院當局의 代表者 및 看護知識이 있는 기타 사람들 
로 構成되 는 看護諮問委員會를 任命할 것 .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 
리」1924年, 決議事項 第38號, 第 1, 第 2. 第 4, 第8項）

第1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時 및 平時에 看護員에게 要請되는 役割의 重要性이 增大하고 있는 
데 비 주어 서,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勸吿한다.
1. 公認當局諮問委員會의 援助를 얻어서, 專門組織과 關係가 있는 모든 

機關에 協力할 正規看護員을 長으로 하는 看護部門을 自國內에 設置 
하도록 獎勵할 것,

2. 赤十字의 正規看護員 및 奉仕補助員의 募集과 養成에 대하여 더욱 觀 
心을 기울이고 이 目的을 위해서는 專門看護協會의 協力을 얻을 것,

3. 必要性을 느끼는 나라에서는, 赤十字看護學校를 設立하여 , 看護員을 
위한 높은 道德的水準을 維持하고, 詳細한 硏究와 충분한 實務實習에 
立脚한 專門指導를 하도록 獎勵할 것,

4. 赤十字가 授與하는 免許證을, 看護員이 專門敎育을 받았는지 또는 
奉仕補助員인가 訓練받은 課程에 따라서 段階를 둘 것,

5. 赤十字社聯盟看護部 및 同諮問委員會에 대해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協力하여, 正規看護員의 登錄, 募集 및 正規看護員을 보좌할 補助員 
의 養成에 대한 最善策을 檢討하도록 하는 權限을 附與할 것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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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戰爭 또는 國家災害時의 要請에 對備하기 위 
해서 모든 看護員과 奉仕補助員의 登錄簿를 간직하도록 要請한다.

6. 必要할 때에는, 그들 看護員에게 要請할 수 있도록 各種活動, 즉 管 
理, 行政, 敎育 및 公衆保健看護를 위해서 看護員의 訓練에 特別한 
講習을 마련하도록 獎勵할 것.

7. 아래 의 各項들은 赤十字의 平時의 使命에 相當하는 事業으로서 成就 
된 成果이며, 이를 考慮하여 公衆保健看護活動의 發展을 獎勵할 것, 
a） 基礎的保健知識의 普及
b） 社會災禍의 豫防
c） 國民各層의 福祉

8. 一般國民, 특히 都市, 地方 등에 있는 被雇傭人들과 勞動者들 階層 
에게 正規看護員의 基礎講習을 통하여, 救急法, 傳染病豫防措置, 兒 
童看護에 대한 大衆的인 保健敎育을 獎勵할 것,

9. 政府內에 看護部署가 있을 경우에는 同部와 協力해서, 看護員의 地 
位와 勞動條件（勞動時間, 休務, 醫療手當, 給與, 宿舍,「클럽」休暇, 
保險, 病弱者 및 老令者를 위한 設備, 退職者 施設）의 改善策을 硏究 
할 것.

10. 看護員에 관한 法令이 아직 制定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 
國政府에 이의 實現을 强調할 것. 衛生學과 公衆保健에 관한 國際會 

議의 價値를 높이 評價하고,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이러한 會議에 
正規看護員을 參加시키도록 勸吿한다. （第1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 
그」1928年, 決議事項 第13號）

理事會는,

戰時에 있어서의 必要性에 對備하기 위해서 軍當局이 충분히 훈련된 看 
護員을 적절히 保有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는, 赤十字社가「제네 
바」諸協約에 規定된 責任에 따라서, 看護豫備員의 募集을 맡도록 獎勵되 
어야 할 것；으로 確信한다. 理事會는, 더 나아가서, 赤十字는 災害時에 自 

國政府가 期待하는 義務를 遂行하는 데 도움을 줄 看護豫備員이 必要할 것 
으로’밀는다.

理事會는또, 아직 正規看護員이 충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緊急時에 
正規看護員의 助手로서 活動할 補助員을 養成할」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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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理事會는, 赤十字社에 대하여 看護補助員集團을 組織하여, 正規 
看護員의 適當한 供給을 하기 위한 敎育을 하여 모든 方法으로 援助를 하 
고, 赤十字豫備隊에 加入하도록 勸吿한다. 同時에 同補助員集團은, 必要 
에 따라서 養成되고, 加入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두 集團間에 健全하고도 調和된 利害關係를 위해서, 또는 이들 集團 
의 相互依存性으로 因하여 理事會는, 正規看護員과 補助員의 加入登錄은 
赤十字社의 看護部門이 政府의 看護機關과 協力해 서 管理하도록 勸吿한다.

理事會는 赤十字의 標準에 同意하는 나라의 正規看護員은, 赤十字에 의 
해서나 또는 딴 看護學校에서 養成되었다 할지라도 資格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여 登錄을 促求하도록 勸吿한다. （第1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브럿 
셀」1930年）*

理事會는,

報吿 및 討論에 나타나 있는 正規 및 補助 看護議員의 不足은, 언제나 
增加一路에 있는 需要가 供給을 超過하고 있기 때문에, 世界的인 問題가 
되고 있음을 堪案하고,

많은 나라에서 各國赤十字社가 이 不況을 충족시킬만한 援助를 하고 있 
음을 認定하며, 또

여러 種類의 看護要員을 指導하고, 敎育하는 데 있어서 指導者를 確立 
하기 위해서는 有資格 專門家集團이 必要함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看護事業의 必要性에 應하기 위해서, 硏究 및 
企劃을 하여 職業專門看護機構 및 政府當局과 더 한층 協力을 하도록 勸 
吿하며,

各國赤十字社가 이러한 重要하고도 發展하는 必要性을 모든 國民 各自 
에게 알리기 위하여 自己赤十字社內의 廣範한 會員들을 충분히 活用하도 
록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4號）

理事會는,

赤十字看護員과 職業看護協會와의 關係에 대해서, 여러 機會에 赤十字 
國際會議가 採擇한 勸吿를 想起하며,

*（譯註） 看護諮問委員會에서 決議事項으 서 後에 第12次理事會에서 採擇하 음.」
331



第6章第3節看護

赤十字看護員은, 現在의 看護協會와 힘께 協力하도록 勸吿한다. （第22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5號）.

理事會는,

赤十字가 國家的保健事業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要素가 되어 가고 있음 
을 考慮하여;

모든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自己社의 看護事業을 實施하기 위해 그리 
고 國家的이거 나 혹은 地域的 또는 地方에서 活動하는 看護員部署에게 看 
護에 관계되는 모든 問題에 대해서 專門的인 助言을 줄 看護部署設置의 
利點에 대하여 注意를 喚起하며,

看護部署의 長은 特別한 資格을 가진 正規看護員으로서 赤十字社의 看 
護事業을 指導할 수 있도록 訓練을 받은 사람이어 야 할 것으로 勸吿하며,

看護部署는 赤十字社의 딴 技術部門과 마찬가지의 行政的인 地位를 갖 
도록 勸吿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56年, 決議 
事項 第 5 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赤十字國際會議에 특히 看護 또는 醫療社會問 
題가 討議될 때에는 언제나 代表團에 看護員을 포함시키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赤十字看護員을 自國內의 看護活動에 國際的인 發展을 共有하기 
위하여 또는 看護水準을 높이기 위해서, 國際的看護機關 및 看護에 관계 
있는 기타의 國際團體活動에 參席하도록 勸吿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 
執行委員會,「제네바」1956年, 決議事項 第12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聯盟이 赤十字看護活動을 위해서 起草한 指針書를 承認하고,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諸原則을 各國赤十字社가, 自社의 모든 看護活動 

에 대 한 基礎로서 認定하도록 勸吿한다.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 
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8號）

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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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員이 保健社會事業의 豫防과 治療의 兩面에 걸쳐서, 指導와 調整에 
나서기를 要請받고 있음을 認定하며,

看護員의 能力이 事業計劃의 作成, 實施 및 評價와 더불어 地方的, 國 
家的, 國際的인 모든「레벨」에서 충분히 活用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서 專門分野의 發展進步를 看護員들에게 충분히 認識시켜 둘 必 
要를 느끼 며,

看護員이, 社會事業의 모든 問題가 硏究되는 會議,「워크샵」, 기타의 
會議나 또는 看護員이 社會開發面에서 다해야하는 役割을 準備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敎育的인 事業計劃에도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1957年, 決議事項 第25號）

2.看護員養成

a）基礎研究

救護團體는 看護員에 게 講師敎育을 시 킬 責任이 있다. （第 2次 赤十字 
國際會議,「베 를린」1869年, 決議事項 第 3號 第14~15項）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에 아직도 看護學校 施設이 없는 경우에는 
聯盟看護諮門委員會가 作成한 企劃과 敎課課題에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이 
最高級의 看護學校의 開發을 促進시키도록 努力해야 할 것을 勸吿한다. 
（第 3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38號 第 3項）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代表와 協力하여 赤十字社聯盟이 提出한 報吿를 考 
慮하고,

各國赤十字社가 戰爭時의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여 러가지의 
平時事業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ー團의 正規看護員 및 奉仕補助員을 
自國內에 保有하고저 하는 希望을 理解하며,

赤十字社가 必要하고도 可能한 곳에 看護學校를 創設하고, 國家機關 및 
民間機構와의 이 看護學校에 대한 精神的, 物質的援助를 確保할 것이며, 
아울러 굳은 基礎위에 看護敎育을 樹立하기 위한 모든 努力에 參與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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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有益한 일임을 認定하며, 
아래와 같은 希望을 表明한다.
1. 各社는, 看護協會의 敎育委員會가 提出한 報吿를 檢討하고, 이에 包 

含되어 있는 諸原則을 指針으로서 採用할 것.
2. 各社는, 赤十字看護員 및 補助員들이「제네바」協約의 基本인 博愛와 

獻身의 理想을 지니도록 專念할 것.
3. 「正規看護員」의 資格은, 看護學校에서 完全한 理論上의 敎育과 各種 

事業에 관해서, 충분한 期間의 實務를 包含하는 課程을 修了해서 免 
許를 取得한 사람에게 줄 것. 이: 敎育課程은 될 수 있는대로 期間을 
3年으로 할 것 .

4. 赤十字社가, 赤十字이외의 딴 學校에서 養成된 看護員의 登錄을 다 
룰 경우에는, 登錄申請者가 國家免許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떠 
한 경우에도 赤十字社看護員의 水準에 相當한것이어야할 것. （「브럿 

셀」1930年, 決議事項 第 6號）

理事會는,

國際看護協會의 建議에 따라서 , 赤十字正規看護員을위 한基礎訓練의 劃 
ー化 및 ー國과 他國間看護員의 相互利益과 交換을 통해 聯盟이 이 미 해 
온 努力을 계속하도록 勸吿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 
드」1946年, 決議事項 第25號）

理事會는,

赤十字가 正規看護員의 基礎敎育의 責任을 맡고 있는 곳에서의 敎育을 
國際看護協會에 의해서, 時期에 따라서 定해지는 基準에 맞도록 할 것을 
勸吿하며,

看護員을 위한 上級課程의 價値를 認定하며,
赤十字가 關係國에서 適用될 만한 上級課程의 設立을 促進하도록 勸吿 

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56年 決議事項 第7 

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災害로 因한 被害者救護에 관해서 赤十字가 遂行할 役割이 增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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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考慮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모든 種類의 正規看護要員數를 증원하기 위한 努 

力을 하도록 勸吿하며,
各社는 가능한 한 많은 看護員이 赤十字에 대한 觀心을 갖도록 하기 위 

해서 모든 看護學校에 國內 및 國際赤十字에 관한 文書와 弘報資料를 備 
置해 놓도록, 특히 勸吿하며,

나아가서 赤十字看護員은 赤十字의 諸原則과 理想을 널리 宣傳하는 데 
적극적으로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 
네바」1956年, 決議事項 第10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 
1957年採擇）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看護職員들이「제네바」協約에 의거한 權利와 義 
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調査하기 위해서 모든 努力을 다 할 것을 
勸吿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56年, 決議事項 
第11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75年 採擇）

理事會는,

救急法訓練이 看護員敎育에 寄與함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에서 모든 看護學校에 대하여 이러한 訓練 

을 提供하도록 勧吿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9年, 
決議事項第19號第5項）

理事會는,

看護員이 赤十字의 各種赤十字事業計劃에 獨特한 活動을 할 수 있으며, 
國內的, 國際的으로 赤十字의 目的, 諸原則 및 그 活動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是認하며,

赤十字의 百周年에 해당하는 1959〜1963年에 걸치는 期間中에 各國赤十 
字社는 赤十字가 各國에서 看護員들의 注意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看護員들이 赤十字의 目的, 原則 및 活動에 親熟해 질 수 있도록 하는 事 
業計劃에 特別한 強調를 할 것을 勸吿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19號 第7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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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모든 看護員은, 赤十字의 諸原則 및 武力衝突時의「제 네바」諸協約의 條 .
項에 의거한 그들의 權利와 義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이 重要함에 비추 
어 委員會는, 武力衝突時에 있었서 看護員은 赤十字의 諸原則 및 1949年 
의「제 네바」諸協約에 規定되어 있는 條項에 따라서 行動한다는 趣旨의 項 
目을 看護論理學의 國際法典에 包含시키도록 考慮할 것을 國際看護協會에 
要請할것을 決議하도록 勸吿한다. （第8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제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 2 號,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 엔나」1965 
年採擇）

代表者會議는,

看護分野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責務에 관해서,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 
十字社聯盟이 提出한 報吿를 諒解하며,

世界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種類의 看護人員의 심각한 不 
足狀態에 관하여, 報吿作成者가 表明하고 있는 우려에 共感하는 바이며;

各國赤十字社는, 保健分野, 특히 災害 또는 衝突時에, 自國의 國民들에 
게 가장 알맞는 援助를 確保하기 위해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看護員의 募 
集 또는 準備에 가능한 한 最大限의 手段으로 努力할 責任이 있음을 強調 
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公共當局이 나 民間 또는 軍醫療機關과 기타의 
여 러 國內 및 國際的 醫療 및 保健을 專門으로 하는 諸團體와 밀접하게 
協力해서, 前記의 責務를 충분히 遂行하도록 希望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 目的을 위하여 前記의 報吿안에서 勸吿한 
諸措置들을 될 수 있는대로,廣範圍하게 遲滯없이 實施하도록 要望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17號）

理事會는, •

赤十字社聯盟이 發行한 ー聯의「슬라이드」를 통한 初創期로부터 19世紀 
末葉까지에 이르는 간호史의 指導로 이루어진 貢獻의 價値를 認識하고,

聯盟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의 助力을 얻어서, 20世紀에 있어서의 看護 
의 發展을 다룬「슬라이드」의 製作을 進行시키도록 勸吿한다. （第30次 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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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22號）

b） 看護員의 再研修 및 專門家過程

1. 獎學金 및 研修訪問

第 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모든 赤十字社는 一般國民들의 必要에 應하기 위해서, 正規看護員의 供 
一給問題를 적극적으로 取扱하고, 특히 專門看護員養成을 考慮하도록 勸吿 
.한다. （「제네바」1921年, 決議事項 第13號 第2項）

理事會는,

事務局에 대해서, 外國留學이 나 또는 그같은 目的을 위해서 獎學金을 
ー各赤十字社에 供與함으로써 高等敎育 또는 專門敎育을 包含한 赤十字看護 
.員養成의 편의수단을 가능한 한 계속해서 發展시키는 權限을 附與한다. 
•（第1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6年, 決議事項 第16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이 看護員의 基礎的訓練올 위해서, 또는 大學院硏究過程이 
나 短期硏修訪問올 위해서 獎學金을 給與함으로써, 各社를 계속해서 援助 
하도록 要請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 
事項第29號）

理事會는,

各社가 看護獎學金을 給與할 때에는,
a） 赤十字給費生이 충분한 높은 水準의 維持를 確保할 것
b） 敎育施設에 관한 가능한 한 最善의 助言을 確保할 것
c） 가능한 한 公平한 地理的根據에 따라서 獎學金을 配分하기 위 하여, 

聯盟과 相議하여 支給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1948年,「스톡홀름」決議事項 第23號）

理事會는,

赤十字의 獎學金, 特別硏究員 및 硏修訪問의 必要性은 언제 나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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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同意하며, 따라서,
優秀한 卒業生 看護員을 위해서, 獎學金 및 特別硏究를 各國赤十字社가 

계속해서 提供하도록 熟考하고, 또 留學時에는 愼重히 檢討된 後 可能한 
學年에 들어 갈 수 있는 特惠가 附與되도록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13號）

理事會는,

各社에 대하여 設定된 聯盟國際硏修訪問計劃內에서, 獎學金給與를 통해 
또는 短期硏修를 위한 生計費 提供 또는 交換訪問 등의 方法을 통해 適當 
한 數의 正規看護員獎學金制度를 갖추도록 勸吿하며,

各社는 世界保健機構（WHO）와 같은 獎學金制度 및 硏修訪問을 위한 모 
든 資源 및 ICN （國際看護協會）의 看護員을 위한 交換計劃과 기타의 모 
든 資源을 活用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서, 各國赤十字社는 自國社의 看護員들이 이러한 獎學金을 받는 
다는 뜻을 通報받았을 때에는 聯盟事務局과 學生이 가게 되는 나라의 赤 
十字社에 通報하도록 勸吿하며,

各社는, 世界保健機構 및 기타機關이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는 資源으 
로부터 看護員에게 支給되는 獎學金을 活用하는, 度數를 增加시키도록 自 
國政府에 勸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勸吿한다. （第81次 赤十字 
社聯盟執行委員會,「프라하」1961年, 決議事項 第2號, 第26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採擇）

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赤十字國際看護硏究「센터」에서 表明된 바와 같 
이, 장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種類의 硏究「센터」에서 가능하면 더욱 자주 
보다 많은 赤十字看護員들이 參加할 수 있도록 地域單位의 硏修「센터」 
要望을 全面的으로 支持하도록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第18號）

2 .「풀로렌스 • 나이팅게일」國際財團

理事會는,

「런던」에서 赤十字社聯盟이 開催한 國際看護講習會에 의거해서,「“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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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스 • 나이 팅게 일" 國際財團」을 設立한다는 國際看護協會의 計劃에 대해 

서 同聯盟의 支持를 誓約한 執行委員會의 措置를 確認하며 ,
同聯盟이 1933年 7月까지 現講習會를 계속할 수 있도록 財政援助를 한 

美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感謝의 뜻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設立豫定인 同財團의 資金確保와 1933~34年度 

에 實施될 講習會에 必要한 1 人當 250「파운드」의 20人分의 獎學金 5000 

「파운드」를 모으는데 있어 自國의 看護協會와 協力하도록 促求하며,
1933~34年度의 講習會의 準備를 하기 위한 暫定委員會를 國際看護協會 

가 指名한 3 名과 赤十字社聯聯이 指名한 3 人으로서 構成하는 것 을 承認 
한다. （第1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2年, 決議事項 第11號 第 
1-4 項）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굳건한 基盤위에 財團올 세우기 위하여 自國의 
看護機構와 긴밀히 協力하도록 希望한다. 財團의 評議會 및 運營委員會인 
赤十字社聯盟代表에 대해서, 財團의 政策을 遂行하는 데 協力할 경우, 各 
社가 同財團이 提供하는 便宜로부터 발생되는 利點에 대해서 특히 注意를 
베풀도록 指示한다. （第1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5號第2項）

理事會는,

「플로렌스 • 나이팅게일」國際財團이 이룩한 進步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 

으로 注目하며,
聯盟이 同財團과 계속해서 協力해 나갈 것을 承認하며,
總裁에 대해서, 적당한 時期에 同財團의 理事會에 聯盟代表를 任命하는 

權限을 附與한다.
理事會는, 各國의「플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念事業委員會가 現在 21 個 

國에서, 各國赤十字社의 적극적인 協力을 얻어서 活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滿足의 뜻을 表한다.

理事會의 會員인 聯盟 代表는, 財團의 敎育政策에 관해서, 必要하다 

고 認定되는 修正을 支持할 수 있는 權限이 附與된다. 단 이러한 修正은 
看護員을 위한 敎育上의 便宜에 관하여, 各社의 特別한 必要를 언제 나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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慮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便宜提供은 그로서 서로 矛盾이 없는, 高度 
의 專門的基準이며 또한 廣範한 敎育的인 性格올 지닌 것이어야 한다. (第 
1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6年, 決議事項 第19號)

「플로렌스 • 나이팅게일」國際財團은, 功績이 많았던 看護員이었을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保健衛生, 社會事業分野에 아직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 
는 先驅者이 며, 또 組織者이 기 도 했던「프로렌스 • 나이 팅 게 일」의 名稱을 
간직 하고 있음에 비추어,

赤十字社聯盟 및 國際看護協會가 同財團에 대하여 達成한 貢獻이 극히 
顯著함을 認定하며,

「베드포드」(Bedford college)大學과「로오열」(Royal College of Nurs' 

ing)看護大學의 協力을 얻어서, 同財團이 組織한」國際講習會가 現在까지 
偉大한 成果를 가져왔음을 認定하며,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계속해서 同財團에 關心을 갖고, 특 
히 ,

聯盟으로부터 獎學金을 받는 學生들이 同財團後援에 大學院硏究過程을 
받을 수 있게 하며,

各國의 「플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念委員會의 發展과 同委員會를 통해 서 
各社가 獎學金을 授與하도록 獎勵하고,

聯盟이 同財團의 管理機構에 관한 正當한 代表임을 保證함으로써, 
財團이, 모든 國際機關에 대해서 完全한 自治權을 保有해야 할 것, 
看護員은, 運營과 行政面에서 指導的인 地位를 차지할 것, 
財團의 모든 政策은 世界性과 國際理解의 精神을 계속 發展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各國에 있는 硏修의 機會를 增大, 擴充하도록 考慮할 것 을希 
望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 
34號)

理事會는,

「플 로렌스 • 나이 팅게일」國際財團이 達成한 硏究結果로서 提示하게될 
計劃에 관하여 通報를 받았으으며,

「플로렌스 • 나이 팅게 일」財團의 組織, 機能, 節次 및 事業 둥에 대해서 

충분한 修正의 必要性을 認定하며, 看護敎育에 대한 赤十字의 特別寄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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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續되도록 하기 위하여, 特히 國際看護協會에 아직 加入되지 않은 나라 
에 그 活動을 擴張하려는 記念委員會計劃에 있어서,

「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財團內의 赤十字代表의 價値를 強調하도록 希望 
하며

「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記念財團內의 赤十字의 代表權이 記念財團의 規 
約에 明記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9 
48年，決議事項第25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풀로렌스 • 나이 팅게 일」國際財團이 提出한 報吿를 受領하고,
「풀로렌스 • 나이 팅게 일」을 追慕하기 위해서 記念財團에 대한 國際赤十 

字의 관심을 새로이 할 것을 希望하며,
이 記念財團에 대한 國內的 또는 國際的管理機構에 관해서 赤十字가 代 

表權을 갖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 

53號）
理事會는,

國際看護協會와「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財團과의 關係에 관하여 , 1957 
年 5 月에 斷行된 同協會 再組織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풀로렌스 • 나이 팅 게 일」國際財團과 關聯된 國際看護協會의 事業에 계속 
關心올 가질 것을 再確認하며,

나아가「풀로오렌스 • 나이 팅 게 일」國際財團의 創立에 赤十字社聯盟이 遂 
行한 役割’의 重要性과 同財團事業에의 持續的인 積極的 參與를 考慮하여，

「플로렌스 • 나이 팅 게 일」國際財團과 關係가 있음을 堪案하여 , 聯盟과 國 
際看護協會와의 緊密한 提携가 維持되도록 勸吿한다. （第77次 赤十字社聯 
盟執行委員會,「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 6號 第 1 項, 第24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이「플로렌스• 나이 팅 게 일」國際財團의 創立을 도왔으며 , 
同財團올 財政的으로 支援해 왔으며 그 事業計劃의 發展에 參與했음을 考 
慮하여,

會員國中 看護員養成學校를 經營하고, 있는 약 3 分의 1의 各國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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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에 대한 助言者로서의 聯盟은 이 看護員을 養成하는 데 있어서, 國際看 
護協會가 勸吿한 基準을 尊重하며, 따라서 이 基準을 언게나 잘 알고 있 
어야 할 必要가 있음을 考慮하고,

또 聯盟은 世界各地에 있어서의 여 러 가지 條件과 必要性을 알고 있기 
때문에 國際看護協會가 그 任務를 遂行하는 데 도움될만한 情報와 援助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서,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自國의 看護協會와 交涉하여 國際看護協會의 敎 
育委員會에 대한 赤十字社聯盟의 代表權을 支持하도록 要請할 것을 勸吿 
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19號 
第1項）

3 . 看護員의 地位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自國에서 看護員의 社會的, 經濟的地位를 改善 
하기 위해서, 看護員의 國家的 重要性을 一般에게 :알리도록 眞摯하게 努 
力해야 할 것이라고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向後에 看護學校（高等敎育을 받은 女性을 받아 
들이는 學校）의 卒業者나 內科, 外科 또는 專門科의 設備를 갖춘 診療所 
나 病院에서, 적어도 2年（3年課程이 바람직하다）간의 養成을 끝마친 사 
람만을 赤十字看護員이라고 부를 것을 勸吿한다.

이렇게해서 各國政府나 各國國民들은, 自國의 赤十字社가 戰時 또는 災 
害時에 國際的인 相互援助를 促進하기 위해서 충분한 數의 正規看護員을 
提供할 수 있는 立場에 있음을 確信하게 될 것이다. （第 3 次 赤十字社聯 
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38號 第 2 項, 第7 項）

理事會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保健衛生事業의 急速的인 進展과 本事業에 있어서 
의 看護員의 役割의 重要性 및 看護員을 충분히 確保해 두어 야 할 必要性 
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必要할 때에는 看護員의 地位, 看護員의 活動 
條件 및 責任있는 地位가 맡겨질 條件을 規定한 法律의 可決을 促進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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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勸吿하며, 나아가 可能한 自國의 看護協會를 통해서 本措置가 講求되 
도록 勸吿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 
項第24號）

4 .補助看護員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過去에 奉仕補助員들이 이룩한 業績의 重要性을 強調하며,
아직 奉仕補助員을 組織內에 包含시키고 있지 않는 赤十字社에 대해서, 

이의 可能性에 대해서 考慮하도록 勸吿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 
18號）

理事會는,

赤十字內의 奉仕（無給의）活動의 原則이 지켜지도록 希望하며,
本問題의 重要性에 비추어서,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委員會가, 平時 및 戰時에 있어서 看護員 및 

奉仕補助員에 關聯되는 本問題에 관해서, 충분히 硏究를 하도록 希望을 
表明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 
23號）

理事會는,

赤十字의 創設者의 精神에 따라「奉仕者」란 用語는,「本人의 自由意思 
로 加入하며, 또는 自由意思로 奉仕에 自身을 바치는 사람」을 뜻한다는 
데에 一般的인 合意를 보았으며, 이 用語는 여러 나라에서 無給職員을 指 
稱하는데 適用되고 있는 데 비추어서,

앞으로 各國赤十字社는,「奉仕」라는 用語를 使用할 때에는, 그에 대한 
說明을 하도록ー勸吿한다.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 ・「제 네 바」1950年, 決 
議事項 第 4 號 第 3 項,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 칼로」1950年, 
採擇）

*（譯註）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의 會期回數는 1956年（第75次）以後 正式으  헤아리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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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奉仕看護補助員의 養成 및 雇傭에 관해서, 看護諮問委員會가 擇한 地位 
및「赤十字內의 奉仕（無給）活動의 原則이 지켜지기」를 承認하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有給看護補助要員養成의 必要性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러한 有給看護補助要員의 養成을 援助하기 

위해서, 自社의 財源을 提供하도록 勸吿하며, 이러한 援助는, 自國國民들 
의 保健衛生의 改善이나 苦痛의 輕減을 위해서 提供되는 것으로 한다. （第 
81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프라그」1961年 決議事項 第 3 號,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採擇）

理事會는,

聯盟事務局이 起草한「赤十字看護補助要員一基本指針」을 承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에 記述된 諸原則을 그 看護補助要員募集, 訓 

練 및 任命을 위한 基礎로서 採用하도록 勸吿하는 바이며,
나아가 이 러한 指針書를 各國赤十字社, 看護學校나 기타 看護에 관한:國 

內 및 國際的 여러 機構에 널리 配布하도록 勸吿한다. （第29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決議事項 第17號）

5 .活 動

（a）家庭看護法講習

理事會는,

家庭에 있어서의 健康을 維持하는 方法 또는 간단한 治療法을 一般大衆 
들에게 敎育하기 위해서,「家庭看護」講習을 더욱 發展시키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22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健康維持法과 基本的 家庭看護治療를 一般大衆에게 指 
導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注目하며,

이러한 事業은 가능한 한 赤十字의 後援아래 獎勵되어야 할 것이라고 主 
張한다. （「스톡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5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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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家庭看護敎育의 發展에 관한 看護諮問委員會의 報吿를 考慮하며，
本報吿가 各國赤十字社의 家庭看護事業을 組織하고, 發展시키는 데 있 

어서, 聯盟으로부터의 援助에 대한 要求가 더욱 增加하고 있는 것을 指摘 
한 데 注目하며,

이러한 重要事業이 赤十字의 主催下에 가능한 한 모든 方法으로 促進되 
도록 하는 希望을 表明하고,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즉,

a) 家庭看護 敎師는 될 수 있는 대로 專門的인 看護員일 것,
b) 活用할 수 있는 看護員이 충분치 못해서 특별히 本目的을 위해서 養 

成된 看護員 이외의 敎師를 選擇할 때에는, 敎育, 保健 및 社會 
福祉分野에서 또는 敎育에 대해서 특별한 才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選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c) 家庭看護講師의 指導를 맡은 사람, 또는 監督者는 특별히 養成된 專 
門的인 看護員이어 야 할 것,

d) 家庭看護事業의 組織은, 敎育面에 대해서는 看護專門家에게, 그리고 
事業의 一般的인 組織에 관해서는, 有能한 管理者의 援助를 얻어서, 
各國赤十字社를 통하여 國家的으로 行하여질 것,

e) 家庭看護法을 敎育하기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와 保健 및 敎育機關 
또는 專門看護機構간에 밀접한 作業關係를 確立할 것이며, 特히 特定 
國에서는 母子保健에 관하여 保健衛生看護에 있어서의 發展과 步調를 
같이 할 것,

f) 慣例와 같이, 各社는 聯盟事務局에게 實踐狀況에 관한 經過報吿書를 
送付할 것.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 

項第12號)

理事會는,

正規敎師가 家庭看護法을 가리킴으로써, 公衆保健衛生에 偉大한 貢獻을 
하였음을 認정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계속 家庭看護法을 發展시키고 國內 및 國際的 
次元에서 敎師들을 위 하여, 相互 經驗交換을 통하여, 또한 講習會를 反復 
함으로써 敎育計劃을 끊임없이 改善해 나가기 위한 方法을 追求하도록 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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吿한다. （第75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56年, 決議事項 第 
9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本分野에 관한 意見交換의 必要에 따라서 各國의 家庭看護講師를 위해 
서 2, 3年마다, 會議의 開催를 計劃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聯盟事務局과 各國赤十字社간에 家庭看護에 관한 情報交換을 强 
化하고, 그 結果로서 가능한 한 많은 家庭看護 講師들이 서로의 經驗으로 
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勸吿하며,

또 國家次元에서 赤十字家庭看護 講師는 家庭看護의 完全한 發展과 계 
속적인 改善이 確保되도록 모든 可能한 援助（輸送, 資材등）를 받을 수 있 
도록 勸吿한다. 이에 더하여 敎育 및 保健敎育을 다루는 會合에 參席할 
수 있는 機會가 附與되어야 할 것이다. （第77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 
「뉴델리」1957年, 決議 第 6號 第 3 項,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 J 

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病院, 公衆保健看護事業, 家庭看護法, 專門 또는 補助 
看護要員의 養成等 現在 行해지고 있는 赤十字活動에 看護員 및 看護를 
包含하는 保健敎育計劃의 先驅者가 되어 開拓을 主導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看護員의 敎育에 있어서 그리고（또는） 保健團體의 會員이되는 
看護員의 養成에 있어서 保健衛生敎育의 諸問題 및 措置를 硏究하기 위해 
서 , 團體活動法 （group work methods） 을 活用하도록 勸吿한다. （第77次 赤 

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 6 號 第6 項, 第24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뉴델리」1957年 採擇）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家庭內의 保健」敎育은, 특히 苦痛의 輕減 疾病의 豫防, 健康의 增進을 
目標로 하며, 그로써 赤十字의 人道的인 諸原則을 助長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考慮하며,

發展途上國政府는, 自國赤十字社와의 協力下에 , 家庭保健敎育의 보다 좋 
은 發展, 특히 農村에서 確保하기 위해,『家庭에서의 保健』敎育을 國家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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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次元에서 開設, 發展시 키 도록 勸吿한다. （「비 엔 나」1965年 決議事項 第 
.36 號）

理事會는,

赤十字社聯盟看護部가,「家庭에서의 保健指導事業을 통하여, 지난 20年 
’間에 걸쳐서, 各國赤十字社를 위해서 實施해 온 敎育活動에 謝意를 表明 
하며

新設赤十字社, 특히 發展途上地域의 赤十字社의 保健敎育의 有益한 手 
一段으로서 이 活動指導을 確立하고 ;發展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活動이 이루어지도록 勸吿한다.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블」 

■1969年，決議事項第24號）

b）救 護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戰時, 災害 또는 傳染病이 流行할 때에, 自國 
:의 要請에 따를 수 있는 正規看護員全員을 自國의 看護要員豫備隊에 登錄 
하도록 勸吿한다. （第 3次 赤十字社聯盟總會, 「파리」1924年, 決議 
第38號第5頃）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災害時에 看護員 및 看護奉仕補助員의 役割에 관해서 赤十字社聯盟이 提 
出한 報吿에 비추어서,

本役割의 重大性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1. 被災者를 取扱하는 모든 常置救護組織에 충분히 訓練된 有能한 有資 

格 看護員의 協力을 提供할 것,
2, 各國이 活用할 수 있는 모든 看護要員에 대한 最新의 名單을 作成해 

서 登錄을 所持할 것,
3. 看護員, 奉仕補助員의 募集과 신속한 動員을 위한 효과적 인 活動企 

劃을 樹立할 것.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15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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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國際委員會가 提出한 報吿를 檢討하고, 戰時 또는 災害時에 있어 
서의 緊急活動을 위한 看護員 및 奉仕補助員의 養成에 관한 上記報吿의 結 
論을 完全히 承認하며,

災害救護에 관한 看護活動의 原則을 硏究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 
히 資格이 있는 專門家會議가 開催되도록 希望한다. (東京 1934年, 決議 
事項第16號)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는 戰時 또는 災害時에 行해 야 하는 活動計劃을 가능한 한 
準備할 必要性에 留意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의해서 이루어진 第15次 赤十字國 
際會議 決議事項 第16號의 結果에 대해서 滿足하게 注目하며,

이 두 機關에 대해서, 1937年 1月 25日부터 29日까지「파리」에서 開催 
된 專門家會議에서 시작된 硏究를 遂行하도록 勸하며,

上記會議에 上程된 報吿에 대한 暫定的인 結論을 誠意있게 承認하며,
各社에 대해서 , 自國의 公共機關을 신속하고도 效果的으로 援助할 수 있 

도록 準備하기 위해서, 緊急事業을 組織하는 데 있어, 이러한 結論에 基 
礎를 두도록 勸吿하고,

특히 아래 事項의 必要性에 대해서 注意를 喚起한다.

a) 赤十字看護員 및 奉仕補助員에게 지워진 醫學的 或은 社會的任務에 
그들이 對處하는 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看護員 및 看 
護奉仕補助員들을 충분히 訓練할 것,

b) 空襲에 의한 被災者를 取扱할 資格있는 救護要員을 登錄하고, 이를 

養成할 것,
c) 어떠한 事故에 대해서도 適應핱 수 있는 救護物資를 保有해 둘 것,
d) 모든 所要, 또는 必要하다면 나날이 그 重要性이 明白해져 가는;，航 

空機事故에 대한 救護에 對應할 수 있는 輸送活動을 가능한 한 미리 
組織할 것.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16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戰時에 있어서의 赤十字看護員 및 看護補助員養成 
과 그들의 戰時活動」에 관한 報吿를 注目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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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員과 看護補助員의 養成計劃 및 緊急時에 있어서의 그들의 活動的 
奉仕組織計劃에 관한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16號을 想起 

하며
平時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標章의 保護下에 둘만한 價値가 

있는 모든 補助醫療要員에 대해서,「제네바」諸協約의 諸條項에 관한 敎育 

을 實施하도록 勸吿하며,
緊急時에 있어서, 各社는 이들 要員에 대해서 그들에게 關係되는 諸協 

約規定 및 戰時에 있어서 그들에게 適用듸는 自國의 法令諸規定에 대해서 

새로이 詳細한 敎育을 하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서 選拔된 看護員에게 새로운 看護技術을 專門的으로 習 

得시키고 必要하다면, 戰時에 對備하는 赤十字看護員 및 看護補助員의 養 
成과 監督에 있어 指導的地位를 確保하도록 促求함에 있어서 自國 看護協 
會와 協力하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原則的으로 緊急時에 있어서의 活動을 
위해서만 召集되는 補助醫療員에 대한 敎育方針의 主眼黙을 職業看護員들 
에게 必要한 敎育의 修正 또는 短縮이라는 데 두기보다는, 차라리 職業人 
으로서의 看護員으로 從事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看護補助員의 短期敎育이 

라는 점에 두어 야 할 것 이 라고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는 自國 看護協會와 協力하여 緊急時에 있어서의 看護員과 

看護補助員간의 責任分擔에 관해서 미리 方針을 세워 두도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2號）

理事會는,

災害時의 必要를 위한 準備를 갖추워 두는 것은 各國赤十字社，赤新月， 
赤獅子太陽社의 本來의 任務임을 是認하며,

看護事業은 어떠한 災害救護事業에도 절대로 必要하다는 것을 더욱 認 

定하는 바이 며,
上記 看護事業이 가능한 한 높은 成果를 거두고, 看護資源을 보다 効果 

的으로 使用하며, 努力의 重複을 피하도록 保障하기 위해서，
1. 赤十字專門看護指導陣은 災害救護에 參加하는 赤十字社의 初期段階 

의 企劃에 招請될 것，
2. 責任있는 赤十字社看護員管理者는 自社가 實施하도록 要望되는 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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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를 충분히 認識하고, 責任限界가 定해지지 않했으면, 赤十字의 看 
護活動은 正當한 機關에 의해서 促進될 것,

3, 各社에서, 看護部門은 自社內의 救護事業뿐만 아니라, 看護協會, 公 
衆保健, 民間防衛와 같은 他團體나 軍隊 또는 他救護團體의 救護事業 
과 密接한 協力을 가질 必要가 있다는 것을 認識할 것,

4. 赤十字看護部門은, 自社의 모든 看護要員의 募集, 養成, 義務 및 管 
理에 대 하여 責任을 질 것

을 勸吿하며,

나아가 災害救護事業을 위한 看護要員의 養成에 관해서,
正規看護員의 養成은 必須不可欠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訓練에는 理論 

만이 아니라 災害救護活動에 관한 實際上의 經驗을 包含시키도록 할 것,
看護補助要員의 養成은 正規看護員의 指導를 받을 것,
定期的인 實習 및 再硏修過程이 正規 및 補助看護要員 雙方을 위해 設 

置 될 것을 勸吿한다.
나아가, 災害救護活動에 參加시키기 위하여 一般國民에 대한 敎育의 必 

要性을 認識하며,
各社의 看護部門에 대하여 家庭看護法, 救急法 및 기타의 講習을 組織 

하고 促進하며,
이러한 講習敎育에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第77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 

員會,「제 네 비ー」1957年, 決議事項 第8號, 第24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뉴델리」1957年 採擇）

理事會는,

看護員이 災害救護活動에 參加해야 할 必要性을 認定하며,
그들이 災害救護에 參加할 때에는, 그 社會的條件과 文化的환경이 다른 

곳에서 活動하도록 要求되는 수가 있음을 考慮에 넣고,
또 모든 나라에서 看護員은 언제나 人種 또는 信仰이 다른 사람들을 돌 

봐줘야 할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認定하며,
모든 나라에서 看護員의 基礎敎育이나 高等敎育에는 社會科學에 관한 

敎育을 包含하도록 할 것을 勸吿하며,
上記의 勸吿를 國際看護協會（LC.N）에 傳達해서, 同協會가 이것을 各國 

看護協會에 回付하도록 要望할 것을 提議한다.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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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혜그」1967年, 決議事項 第18號）

理事會는,

聯盟 看護諮問委員들이 災害對備計劃과 救護에 있어서 看護員의 役割에 
關한 指針書를 作成하여 줄 것과 이와 關聯하여 專門家와 自由롭게 相讓 
되어지기를 建議하며 또한 各國赤十字社는 모든 水準에서 構成되는 災害 
對備計劃委員會의 委員에 看護員이 包含되기를 建議하며 이는 多樣한 敎 
育을 基準하여 構成되는 委員會 같은 것을 指稱한다. （제34次 赤十字聯 
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 7 號）

（c）靑少年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團員들이 保健事業에 貢獻할 수 있음을 認定하며,

이 活動은, 그들이 赤十字事業의 價値를 배을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 
保健分野에서의 專門知識도 習得할 機會가 되고 있음을 認定하며,

各社의 看護部門에 대해서, 看護分野에서 靑少年赤十字團員들이 遂行할 
義務를 決定하고, 專門的指導를 위해서 必要한 訓練과 設備를 提供함으로 
써 靑少年赤十字를 援助하도록 勸吿한다. （第81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 
會,「프라하」1961年, 決議事項 第4號,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 
라그」1961年 採擇）

（d）老人看護

理事會는,

여러 赤十字社가 老人福祉事業을 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이러한 事業에는 자주 看護「프로그램」이 包含되고 있음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이러한 種類의 事業計劃과 活動에 自社의 看護 

要員을 參加시키도록 勸吿한다. （第25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 
959年,決議事項第19號第4項）

（e）發展計劃

理事會는,

36）第5章235面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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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盟發展計畫リ「프로그램」을 통해서, 技術的援助가 各國赤十字社에 提供 
되고 있음을 考慮하고,

看護員이 上記計畫リ, 특히 成人 및 靑少年에 대한 保健敎育分野에서 크 
게 貢獻할 수 있음을 認定하며,

看護分野에 있어서 發展計劃「프로그램」을 支援하는 各國赤十字社는, 自 
國에서 可能한 專門的인 看護敎育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發展計劃「프로 
그램」下에 이루어지는 看護援助는 높은 水準일 뿐 아니라, 必要하다고 認 
定된 所要에 適合한 것임을 보장하도록 勸吿하다. (第28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17號)

理事會는,

赤十字事業發展을 위한 看護員의 責任을 考慮하여,
聯盟事務局에게 다음의 諸事項들을 考慮하도록 要求한다.
1. 最大의 必要(need)가 있는 地域에 第 1 次的으로 考慮되기 위해서 優 

先順位를 定하는 基準을 作成할 것,
2. 各國赤十字社가 看護에 관한 聯盟活動計劃에의 參加를 計劃할 수 있 

도록 前記의 基準을 各國赤十字社에 通報할 것. (第29次 赤十字社聯 
盟理事會,「헤그」1967年 決議事項 第16號)

理事會는,

聯盟의 赤十字發展計劃「프로그램」을 承認하고,
看護員이 本計劃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큰 貢獻을 할 수 있음을 認識하 

여,
聯盟看護部에 대하여,
a) 開發途上國의 看護員이 自國國民들의 가장 必要로 하고 있는 것과赤 

十字의 看護活動과 기타의 保健事業의 方向을 定함에 있어 自國의 赤 
十字社를 돕도록 獎勵하고,

b) 다음 事項을 계속해서 指導하고 援助할 것,
——受益社가 自國의 必要에 알맞는 看護事業을 組織化하도록,
——後援赤十字社에 대하여 그들이 援助코자 하는 社의 看護의 必要 

度와 기타 問題들에 관한 모든 關係材料를 提供하며
c) 發展計劃「프로그램」에서 提供되는 看護에 관한 모든 援助의 調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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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實하게 行할 것
을 勸吿한다. （第3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이스탄불」1969年, 決議事項
第23號严

37）第6章第1節274面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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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社會奉仕事業

理事會는,

國際社會事業大會의 召集을 獎勵하기 위한 事務局의 提案을 承認하며, 
이 目的을 의해서, 여 러 나라의 提案은, 各國赤十字社의 仲介를 通해서 

할 것이 라는 希望을 表明한다. （第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 

年,決議事項第3號 第3〜4項）

理事會는,

各種類의 社會事業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關心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 
分野에서 各社가 많은 獨自的인 關與를 하고 있음을 注目하는 바이며, 

이 面에서 各國赤十字社를 援助할 수 있도록 聯盟事務局이 신중하게 이 
들 提案을 따르도록 勸吿한다. （第1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1936 
年，決議事項第23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그 事業計劃안에, 病院圖書室 및 病院福祉活動 
에 대한 硏究을 包含시키도록 勸吿한다. （第19次 赤十字社聯盟,「옥스포 
드」1946年, 決議事項 第28號）

理事會는,

社會福祉分野에서의 여러가지 活動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의 關心이 날 
로 높아가고 있음을 認定하며,

聯盟事務局은 이 分野에 서 各國赤十字社에 대 한 援助를 계 속하고, 이 目 
的을 위해서 特別部署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고 생 각될 때까지 看護, 社會 
事業部에 이 援助業務를 委託할 것을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20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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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世紀는 人格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하므로서, 個人, 家庭, 團體 또는 
地域社會로 個別的인 社會事業이 發展하는 경 향이 있음에 비추어 서 ,

保健分野와 마찬가지로, 이 方面에서도 계속 政府 또는 民間機構가 包 
含시키고 있지 않는 重要한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 

음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와 같은 奉仕團體가, 그 適應性으로 해서 緊急時에 迅速히 

活動하며, 이 새로운 分野에 있어 先驅的活動을 遂行해 나갈 수 있는 組 
織이며, 또 이러한 要求에 應할 수 있는 指導者를 輩出할 수 있는 位置에 
있음을 堪案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國民들을 돕기 위한 모든 機會를 利用하여 自身 
들의 社會的 諸問題를 解決하고, 그 社會奉仕事業의 實施에 있어서 各國 
赤十字社 相互間과 그외의 國內的 또는 國際的 社會福祉機關, 政府 및 民 
間機構와 協力하여 確固한 原則에 立脚한 社會福祉事業의 發展向上에 이 
바지하도록 勸吿하며 ,

나아가 各國赤十字社는, 그 社會援助事業團體로서 資格있는 社會事業專 
門家를 確保하도록 努力할 것을 勸吿하며,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各國赤十字社間의 社會事業要員, 情報 및 資材 
등의 交換를 勸獎하고, 또 援助하여 주도록 要請할 것을 勸吿한다. （「스 
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5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그 社會福祉事業을 實施하는 데는 資格을 갖춘 訓練된, 
社會福祉事業從事者를 確保해 야 할 重要性을 認識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從事者의 심각한 不足狀態가 계속되고 있음을 考 

慮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社會事業從事者養成機關의 擴張을 促進하고, 養 

成學校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學校를 創設하고, 各國赤十字社 社會事 
業從事者에게 獎學資金 및 特別硏究費를 支給하며, 各國赤十字社 內部職 
員의 養成을 促進함에 있어 地方, 國內 및 國際的 現存養成機關과 協力하 
도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56號）

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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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分野에 專門家의 助力을 얻어서, 各國赤十字社의 社會福祉活動에 관 
한 硏究를 계속하고, 各社에게 이들 硏究結果를 보내도록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要請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 
項第17號第3項）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精神病에 있어서, 올바른 指導에 의한 讀書가 매우 효과적 인 療法이 될 
수 있으며, 赤十字가 현재 病院圖書室에 관하여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는 特殊한 患者들에게！;適當한 讀書資料를 提供해 줌으로서 
그들의 活動을 完遂하도록 勸하며,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 精神衛生問題를 取扱하는 他 國際機關과 協力 
해서, 이 問題의 硏究를 시작하고, 그 結果를 가능한한速히 關心있는各 
國赤十字社에 알려주기를 希望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32號）

代表者會議는,

社會福祉에 관한 問題에 대한 各國政府의 責任의 增加와, 그럼에도 불 
구하고, 各國赤十字社가 이 分野에서 계속해 주도록 要請받고 있는 役割 
이 增加하고 있음을 留意하여,

聯盟의 保健 및 社會事業諮問委員會의 社會福祉專門家委員會가 第26次 
理事會의 決議事項 第14號에 의 거해서, 1963年 2月,「제네바」會議에서 
作成한 報吿書에 記述된 結論 및 勸吿에 留意하여,

이 報吿를 承認하고, 社會福祉專門家委員會 委員들, 특히 그 委員長에 
대한 感謝를 表明하며,

現在의 進展狀況에 비추어서, 各國赤十字社가 그 社會事業活動의 政策 
指針方法에 대한 硏究에 보다 努力하도록 勸吿하며,

이러한 進展狀況에 비추어, 聯盟은 各國赤十字社의 要請에 따라 各社가 
關心을 갖고 있는 諸問題의 硏究를 企圖하도록 勸吿하며,

最近의 社會事業의 趨勢에 비추어서, 各國赤十字社는 補助從事者의 養 
成에 대해서 특별한 注意를 베풀도록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 
963年，決議事項第1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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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가 身體障碍者나 老人을 위하여 이룩한 事業을 알고 있으 
며,

「레 크레 이 션療法에 관한 第 2 次 國際赤十字「세 미 나」（Chianciano, 1962 

年 5月）에서 各國赤十字社가 보인 關心올 考慮하고,
第7次 汎美州赤十字會議에서 다루어진 討議에 留意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赤十字創設이래의 方針에 따라, 身體的 및 精 

神障碍者, 慢性患者와 老人들을 위한 社會事業活動을 더 한층 重要視하도 
록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16號）

理事會는,

補助社會事業從事者의 養成 및 身體障碍者를 위한 福祉活動에 관해서의 
國際赤十字 百周年會議의 代表者總會（「제네 바」1963年 9月）의 決議事項 
第15號 및 第16號에 留意하며,

「리 크레 이 션」療法에 관한 第 3 次 赤十字國際「세 미 나」（Barorett Hill, 19 

64年 5月）의 結果에 注目하며,
——各國赤十字社는 社會奉仕의 分野에서, 自社의 奉仕者選拔과 養成 

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일 것,
— 이 目的을 위해서, 聯盟은 이 分野에서의 基本訓練用 案內書를 마 

련할 것,
— —그 名稱은『赤十字國際「리크레이션」療法「세미나」』에서『赤十字 

社會活動 및「리크레이션」에 관한 國際「세미나」』로 變更할 것,
— —上記의「세미나」는 世界의 여러 地域에서 3年以內의 간격으로서 

開催될 것
을 勸吿한다. （第84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4年, 決議事 
項 第15號, 第28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비엔나」1965年 採擇）

理事會는,

福祉分野의 急激한 擴大發展으로 因하여 補助社會福祉事業從事者들에게 
要請되는 役割이 더욱 重要해지고 있음을 考慮하고,

國際赤十字百周年大會（「제 네 바」1963年 9月） 때의 代表者會議에서 採 
擇한 決議事項 第15號 및 第16號 와 第84次 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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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年)에 의해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15號를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社會事業에 따르게 될 重大한 役割의 增加에 대 
해 注意를 喚起하며,

社會事業活動을 促進시켜서, 各國赤十字社에서 또는 國際「세미나」를 통 
해서, 必要한 要員의 養成을 確保하도록 온갖 努力을 다할 것을 勸吿한 
다. (第86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66年, 決議事項 第14號 
第2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헤그」1967年 採擇)ヨひ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基本原則中 人道에 따르면 赤十字의 目的이 人間의 生命과 健康 
을 保護하며 人間을 尊重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서,

保健 및 社會福祉活動이 모든 赤十字社에게 平常時나 災害時에 있어서 
共히 찾아볼 수 있는 存在理由를 지니고 있음을 注目하면서,

「赤十字를 위한 議題一“最終報吿書”」가 이 分野에 充分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모든 部面의 議題에 나타난 觀察을 通한 意見에 는 赤十字社의 保 
健 및 社會福祉 政策에 適用해야 할 일들이 內包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더우기 1975年 제 33次理事會 決議事項 第 5 號에 聯盟과 聯盟會員國은 이 

와 같은 施設을 갖추지 못한 農村 및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醫療 및 社會 
活動에 치중해야 한다고 한 것을 基準하면서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a)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를 위한 議題一「最終報吿書」에서 作成된 意見 
및 建議事項을 參酌하여 保健 및 社會福祉分野에 대한 그들의 活動을 
眞摯하게 評價하는 일에 着手할 것,

b) 赤十字社는 그들의 計劃過程 欲求에 基準한 目標와 優先順位決定 指 
導者 自進奉仕員의 募集方法 이들올 위한 訓練 等을 向上시 킬 것,

c) 國內的 및 國際的 水準에서 地域社會事業에 關心을 쏟아야 하며 地 
域住民이 느끼는 欲求에 따라 地域內의 일로부터 發展시켜 나가도록 
할 것,

d) 職員 및 自進奉仕員들이 國內的, 國際的 水準에서 充分한 認定을 받 
음으로써 그들의 機能과 知識이 모든 人道的이며 開發的인 活動을 위 
한 計劃 및 實踐에 適切히 活用되도록 할 것. (第23次 赤十字國際會 
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17號)

38)第6章 第3節 第5項(d) 351®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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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行委員會는,

1974年 10月, 제：15次 保健 및 社會事業 諮問委員會에서 決定한 바 있는 
移動 人口問題와 관련된 實務者「그룹」構成에 對하여 認知하며,

移動 人口問題의 어려움과 多樣한 問題들은 人道的 性格을 지니고 있으 
며 赤十字로서 無關할 수 없다고 생 각하며,

1976年 9月「스웨 덴」에 서 計劃한「세미 나」가 參加者의 不足으로 延期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1976年「세미나」를 主催하고자 한「스웨덴」赤十字社가 再次 日程을 잡 

고자 하는데 대해 感謝를 表示하며,
事務局이「스웨덴」赤十字社와 協力하여 1977年에 實施될「세미나」의 準 

備作業에 臨해 주기를 建議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1977. 
10. 決議事項 第18號에서 認准）

執行委員會는,

10月 13日에서 15日까지「마닐라」에서 開催한 赤十字 地域.社會活動에 관 

한 評價會의 內容을 關心깊게 들으면서 그 內容의 重要性을 認識하며「아 
세아」地域社會에서「아세아」및 太平洋地域 赤十字社가 評價會議 報吿書 
를 注意를 갖고 硏究하며 適切한 措置를 取하기를 建議하며,

聯盟이 아래 提議事項을 實施할 수 있도록 考慮해 줄 것을 建議한다.
1. 地域社會活動은 1977年 印度에서 開催되는「아세아」地域會議 議題로 

서 包含되어야 할 것,
2. 聯盟은 1977年「부카레스트」에서 開催된 國際會議에 地域社會活動委 

員會를 두도록 計劃해야 할 것,
3. 聯盟은「루마니아」赤十字社에 要請하여 1977年 國際會議에 聯盟이 地 

域社會活動에 관한 展示會를 할 수 있게 할 것,
4. 發展計劃 諮問委員會와 救護諮問委員會에 要請하되 次期 會議에 는 地 

域社會 活動에 관한 會議가 包含될 수 있게 할 것,
5. 地域社會活動은 次期 保健 및 社會事業 諮問委員會의 主要議題가 되 

도록 할 것,
6. 聯盟에 있어서 여러 部署들 사이에 緊密한 協調가 이룩됨으로서 各 

國赤十字社는 聯盟의 모든 職員들의 技術을 最大로 活用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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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7. 聯盟은 地域水準에서 緊密한 協力을 받기 위하여 ESCAP 및 其他 

國際機關과의 關係를 強化할 것,
8. 聯盟 發展「프로그램」內에서 各國赤十字社의 欲求를 測定하며 計劃 

을 發展시키는 等의 助力을 할 수 있는「아세아」및 太平洋地域을 위 
한 地域社會活動顧問을 두도록 할 것,

9. 地域內에는 各國赤十字社와 더불어「프로그램」을 發展시키며 評價할 
수 있는 地域社會事業 專門家를 두도록 할 것,

10. 地域內에서 各國赤十字社는 硏究訪問을 위한 會員招請, 要員交流 
그리고 各國赤十字社를 訓練「프로그램」에 招請하는 等으로 相互間을 

돕도록 할 것,
11. 地域內 各國赤十字社는 地域内에서,可能한 限 物質的 및 財政的援 

助를 받도록 努力할 것.

執行委員會는,

地域社會活動에 關한 情報를 注目하면서 自願奉仕員들이 이 分野에 價 
値있는 奉仕를 하며 專門家들은 技術面에 있어서 精通하다고 생 각하면서 

聯盟에게 다음事項을 建議한다.
1. 地域間「세미나」組織의 推進
2. 硏究費 支給을 위한 措置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18號에서 認 
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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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靑少年

1. 靑少年赤十字의 基本的 諸原則 
■［宀ー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는, 새로운 平和交流을 위해서, 健康의 增進과 靑少年會員 
간에 人間的紐帶로 國際的精神의 涵養을 助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要 
因의 하나임을 考慮하고,

나아가 各國赤十字社는 強カ한 組織이 되어야 할 것이며, 各社로 하여 
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道德的인 힘과 널리 普及된 赤十字人 

이며, 장차 赤十字社가 이러한 것들을 確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手段을 
이루는 것은 靑少年赤十字임을 考慮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는 靑少年團員의 條件을 自國의 學校組織에 .따라 
서 適應시키도록 하되, 靑少年團員으로써, 學生을 登錄시켜서 組織을 하 
는 데 努力하도록 勸吿한다, 理事會는 이 運動의 本來的인 指導者이며 그 
協力如何에 따라서 成敗與否가 걸려 있는 指導敎師의 意見一致가 이問題 
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重要함을 認定한다.

理事會는, 各國靑少年赤十字의 定款 또는 公式聲明에 그 目的을 記述하 

면서 다음과 같은 趣旨의 宣言을 包含시키도록 勸吿한다.
「靑少年赤十字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平和의 理想과 奉仕의 實踐, 
특히 自己자신과 他人의 保健, 保護에 관하여 市民으로서의, 또 人間 
으로서의 責任에 대한 理解와 受容 및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에 대한 友 
好的인 扶助精神의 涵養과 維持를 가르치기 위한 目的으로 組織된다.」 
理事會는, 赤十字社에 있어서의 靑少年團員組織의 促進 또는 靑少年赤 

十字運動의 國際的인 結合維持에 대해서, 聯盟事務局이 취한 政策을 是認 
하며, 그 事業의 계속과 擴大發展과 더 나아가 事務局이 國內的 및 國際 

的 靑少年諸團體에 관해서, 그들을 調整하는 影響力을 미칠 수 있도록 努 
力할 것올 勸吿한다. 그러나 理事會는 關係國의 서로 다른 狀況을 提案할 
때, 여러가지 試圖는 모두 各各의 價値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方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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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 다란 差異가 必要할 뿐만 아니 라, 바람직 하다고 認識되어 야 한다고 
助言하기를 要望한다.

理事會는,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의 靑少年赤十字 
를 위한 共通標章, 共通標語 그리고 共通 깃발에 대한 問題를 審議하도록 
依賴한다. （第 2 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 네 바」1922年, 決議事項 第18號）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의 活動對象은 原則的으로 學生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學校를 卒業한, 혹은 學校를 다니고 있지 않는 靑少年들의 경우에는 學校 
밖에서의 靑少年團體의 形成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要望한다. （第 3 次 赤 
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23號 第 1 項）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國內的 및 國際的인 組織에 대한 靑少年赤十字의 關係」에 대 
한 赤十字社聯盟의 報吿書를 承認하며, -

靑少年赤十字의 事業과 組織은 赤十字의 全般的事業에서 必要不可欠한 
部分을 形成하고 있으며, 靑少年赤十字는 各國赤十字社의 將來에 있어서 
의 活動的會員들을 키우는 靑少年團體로서 有用하다는데 注目할 것이며,

靑少年赤十字는 公德心을 形成하는 데 크게 責任이 있는 사람들, 특히 
敎育界人士들에게 赤十字에 대한 知識과 認識을 갖도록 이끌어 주고 있음 
을 考慮하여,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兒童의 肉體的, 精神的 健康을 增進시키고 保 
護하며, 다른 여러 나라들의 靑少年間에 相互扶助의 天分을 開發하고, 理 
解를 낳게하는데 크게 寄與하는 靑少年赤十字륻 物質的, 精神的으로 援助 
하여 주도록 勸吿하며,

赤十字의 本來目的에 合致하는 ー諸活動에 대해서만 傳統的標章의 使用을 
制限하는 重要性을 強調하며,

赤十字社聯盟에.대해서, 赤十字運動全般을 위해서 靑少年赤十字分野에 
있어서의 活動을 遂行하도록 勸吿한다. （「브럿셀」1930年. 決議事項 第11 
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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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少女의 肉體的 및 精神訓練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으며, 全世界를 통하여 赤十字運動의 將來를 위해서 貴重한 保證이 되 
고 있는 靑少年赤十字의 發展에 滿足의 뜻을 表明하며,

各國赤十字社에서 靑少年部을 創設함은 靑少年赤十字의 設立에 있어 취 
해야 할 第一步이며, 또 各國靑少年部에서는 自國의 모든 國民學校 및 中 
學校學生들을 加入시킬 것을 目標로 해야할것임을 考慮하여,

大部分의 赤十字社가 靑少年部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靑少年赤十 
字部의 活動의 價値로서 赤十字全般을 評價할 수 있음을 考慮하여 ,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可能한 모든 手段을 다하여 , 靑少年部의 活動을 
支援하고, 擴張할 것을 勸吿하며, 아직 靑少年赤十字部을 創設하지 않은 
赤十字社는 他社의 經驗이 나 聯盟事務局의 助言에 따라, 赤十字國際委員 
會와 赤十字社聯盟의 回覽 第1, 4 號의 指示에 따라 遲滯없이 靑少年部를 
組織하도록 勸吿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6號）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1. 靑少年赤十字部가 設置된 各國赤十字社는, 靑少年赤十字가 赤十字의 

참된 精神으로서 共同社會 國家 또는 世界에 대하여 奉仕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 및 在學中의 靑少年들에게 하나의 運動이 될 수 있도록, 
그 要員, 豫算 및 組織을 強化하기 위한 신속한 措置를 講求할 것.

2. 自體에 靑少年赤十字部가 設置되어 있지 않은 各國赤十字社는, 이의 

組織을 위한 신속한 手段을 講求할 것. 이것을 敎育當局의 同意를 얻 
어서, 可能한 곳에 設置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赤十字社는 靑少年赤 
十字의 事業 및 活動에 있어서 可能하면 學校와 指導敎師의 協力을 
確保하도록 권장한다.

3. 赤十字의 人道的理想의 實現올 위해서 靑少年世界가 積極的으로 活 
動할 수 있도록, 그들을 精神的, 肉體的 및 文化的으로 啓發하는 手 
段으로서 靑少年赤十字의 重要性이 크게 强調된다는 것.

4. 靑少年赤十字는 戰爭原因의 除去에 寄與하기를 希望하면서 意圖된 
諸國家간의 相互理解와 親善을 위한 括動計劃을:모든 나라의 어린이 
들과 靑少年간에 發展시켜야 할 責任이 附與된다는 것. （第19次 赤十 
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 第36號 第1〜4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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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部는 各國赤十字社의 必要不可缺한 部分임 을 勧吿한다. （第 
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1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의 靑少年赤十字部의 部長으로서, 人格과 赤十字의 
目的에 관한 識見으로 써 赤十字의 理想을 餘他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能力을 兼備하고, 兒童이나 靑少年들의 敎育,「레크레이션」社會福祉 
또는 保健敎育과 같은 分野에서의 訓練과 經驗을 그 資格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選擇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 
948年，決議事項第33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全赤十字組織을 통하여 靑少年赤十字가 遂行한 役割이 극히 重要함울 
認識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集約的인 計劃을 實現하기 위해서 
충분한 財政的인 援助를 그 靑少年赤十字部에 提供하는 동시에, 또 한편 
에서는 靑少年赤十字가 各國赤十字社의 全會員으로 부터 赤十字의 重要하 
고도 不可缺한 部分으로서 認定받을 수 있도록, 靑少年赤十字의 原則, 目 

的 및 活動을 周知시키기 위한 措置를 講求하여, 그 靑少年赤十字部를 援 
助하도록 勸吿한다. （「스톡흘름」1948年, 決議事項 第62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靑少年訓練에 특히 適任이 라고 생 각되 는 指導者들을 組 
織的으로 養成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 
1950年,決議事項第21號）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諮問委員會와 赤十字靑少年部의 第一의 責任은 各國赤十字 
社의 成會員이 되기 위한 年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靑少年들에게 赤十字 
活動에 있어서의 指導的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對備하는 것임을 考慮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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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하여 靑少年赤十字를 떠 나, 成人會員으로 加入하는 靑少年들간 
에 適當한 連絡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上記機關의 精神的인 責務임을 考 
慮하여,

이들 機關은 赤十字活動에 靑少年들을 參加시키기 위한 적절한 計劃과 
發展에 대해서 要請이 있으면, 聯盟執行委員會, 聯盟組織, 開發部 및 各 
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赤十字活動에 靑少年들을 參加시 키 기 위 한 適切한 計 
劃의 發展에 관한 助言과 指導를 하도록 決定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0號）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活動을 調整하기 위해서, 地區, 地域, 地方 및 國家의 靑 
少年赤十字協議會의 發展에 대해서 와 마찬가지로, 靑少年의 各年令層에 대 
한 健全한 計劃發展에 관해서 각별한 注意를 베풀도록 考慮하며,

그 終局的인 目的은, 聯盟의 靑少年赤十字諮問委員會에 靑少年代表를 
包含하는 데 있지만, 各界의 靑少年 및 成人諮問委員會에 가능하면 언제 
나 靑少年들에게 參與의 機會를 提供해야 할 것이라고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1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8年,「스톡흘롬」에서 開催된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에서 採擇된 決 
議事項 第62號 및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가 1951年 12月의 會議에서 採 
擇하고, 그後 1952年 7月「토론토」에 서의 理事會가 採擇한 上記執行委員 
會의 決議事項 第2號를 想起하며,

赤十字의 存在 및 將來의 發展에 관한 靑少年赤十字役割이 基本的으로 
重大함을 감안하여,

靑少年赤十字는 赤十字의 構成要素임을 留意하여,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中略…）

c） 赤十字의 活動業務에 靑少年들이 최대한 直接的으로 그리고 효과적 

으로 參加하기를 獎勵하고, 靑少年들이 그 自發的인 心理的關心에 合 
致하도록 實施計劃을 立案하고, 遂行하는데 대해서 助言 및 指示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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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要求하고,
d) 最適任者를 選擇하기 위해서 關係職員의 養成에 특별한 注意를 베 

풀고,
e) 行動的인 人物로서 , 靑少年들의 要求를잘 알며 , 솔선하여 事業을 遂 

行할 수 있는 人物에게 靑少年赤十字部의 指揮管理를 맡기도록 하고, 
赤十字의 將來에 絕對的 重要性을 지닌 그 任務에 알맞는 待遇를 해 
줄 것

을 要請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42號 c), d) e))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a) 各國赤十字社는 國民學校, 中學校, 技術學校 및 職業學校의 敎師 
와 協力하여 各國靑少年赤十字를 위해서 適當한 事業計劃, 즉 各年令 
層에 특유한 社會的, 心理的인 傾向을 考慮하여, 國民學校 兒童들을 
위한 計劃 및 기타 靑少年들을 위한 計劃을 立案하도륵 勸吿하며, 

나아가 各國赤十字靑少年部門은 靑少年自身들의 提議에 觀心을 갖 
고 事業計劃을 靑少年들이 自發的으로 表明한 關心에 合致시키기 위 
해서 靑少年의 希望을 注意깊게 考慮할 것을 勸吿한다. (後略)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37號 a))

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今般 會議中에 世界各方面으로 부터 얻은 經驗 
에 비추어 더욱 多樣한 事業計劃을 自國의 靑少年들에게 適用할 수 있도 
록 各地域 特性에 맞는 活動을 調査하기 위한 國內의 敎育者會議를 召集하 
고, 이 會議에 提出된 活動計劃을 評價하도록 援助할 것을 勸吿한다. (百 
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및 世界敎育者會議의 勸吿 
事項 (b)「로잔느」1963年)

代表者會議는,

靑少年들에게 自發的奉仕에 대한 敎育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自己表現 
이 나 人間的成長의 可能性을 . 주는 奉仕精神에 대한 靑少年들의 自然的인 
志向을ー 認定하며 , -

奉仕精神의 開發은, 公民 및 社會人으亘서의 責任에 대한 訓練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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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行的으로 進行되는 것임을 認識하며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a)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指導者 및 靑少年會員에게, 大部分의 奉仕 

活動에 必要한 特殊技能, 知識 및 技術둥의 訓練을 하고, 靑少年들에 
게 이러한 事業計劃의 立案에 參加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할 것,

b) 學校當局에 대해서, 奉仕的 社會活動計劃에 關心 있고, 동료 친구들 
을 敎育할만한 先驅的 團體로 活動할 靑少年赤十字協議會의 設立을 
獎勵할 것,

c) 敎育者에 대하여, 靑少年들에게 目的意識과 意慾 및 他人의 要求에 
대한 責任感을 開發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手段으로서 靑少年赤 
十字活動을 利用할 겻,

d) 地方 및 中央政府當局에 대해서는, 社會的 福祉事業計劃樹立에 있어 

서, 特定한 分野는 靑少年에게 責任을 지게 하도록 考慮할 것. (百周 
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者會議의 決議事項 
(G)「로잔느」1963年)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保健, 社會事業, 人道法 및 靑少年問題등을 論議한 결과,
敎育이 이 問題解決에 기여한 重要한 貢獻과 또 敎育과 活動의 重要한 

要素로서의 靑少年赤十字의 重要性을 認識했으며,
이와 관련해 서 , 1963年 9月「제 네 바」國際赤十字代表者會議가 滿場ー 

致로 採擇한, 世界敎育者會議의 「로잔느」1963年 8月 諸勸吿를 想起하 

며,
靑少年赤十字가 새 로운 敎育方法및 實施方法의 發展에 貢獻했음을 認 

識하고, 특히 保健敎育, 靑少年에 대한 救急法訓練, 社會福祉援助計劃, 
赤十字諸原則 및「제 네 바」諸協約을 普及시 키는 등의 貢獻을 認識하며，

靑少年赤十字가 聯盟發展開發計劃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遂行하지 아니 

하면 안될 重要한 役割을 自覺하고,
聯盟이 靑少年問題에 關心있는 國際機關, 政府機關 및 非政府機構와 發 

展시 켜 온 關係 및 協力과 그 鼓舞的인 成果를 歡迎하며，
各國赤十字社는 특히 靑少年赤十字예 特定事業을 맡김으로써 靑少年赤 

十字部門事業에 보다 効果的인 支援과一勇氣를 주도록 要請하고，
政府機關, 특히 敎育, 保健, 社會事業當局은 靑少年赤十字를 現在의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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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에서 특히 發展途上國의 靑少年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解決의 重要 
한 要素로 간주하고, 더 나아가서 赤十字 및 靑少年赤十字를 社會에 利益 

이 되는 活動에 대해서 援助할 用意가 있는 奉仕補助要員의 豫備隊로 간 
주하도록 勸吿한다. （「비엔나」1965年, 決議事項 第37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靑年을 各國赤十字社의 組織上 必須的인 一部分으로 認定해 야 하는 必要 
性을 認識하며,

各國赤十字社의 國內 및 國際的인 모든 活動, 計劃 및 實施에 靑年들이 
參加해 야’ 할 必要性을 考慮하여 ,

現在, 靑少年들이 直面하는 重大한 問題 및 이러한 諸問題로 因한 個人 
및 地域社會의 苦痛을 輕減하도록 援助해야 할 赤十字의 責任을 認定하며

모든 赤十字社에 대해서, 國內 및 國際的인 活動의 企劃 및 實施에 靑 
年들도 參加시키도록 要望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그 靑年會員들에게 發展開發計劃의 範圍內에서 
特定한 任務를 주는 方途를 찾아내도록 促求하며,

赤十字에 대해서, 靑少年이 특히 그 訓練에 關聯이 있는 適當한 職業을 
찾기가 不可能한데서 오는 人間的諸問題에 대한 國內 및 國際的인 關係當 
局의 注意를 喚起시키도록 勸吿하는 바이며,

聯盟에 대해서는, 靑少年들 중에「알코올」中毒 및 麻藥使用으로 因한 社 
會的諸問題를 硏究하고, 이 問題로 因한 苦痛을 輕減하기 위한 赤十字活 
動에 勸吿할 수 있는 專門家를 任命하는 問題를 考慮할 것을 勸吿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30號）

2. 健康과 生命保護를 위한 靑少年赤十字事業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靑少年赤十字團員들이 赤十字의 理想에 鼓舞되어, 실질적인 善良한 市 
民의 모습으로서 靑少年들이 그들 國家 또는 딴 나라를 위한 奉仕를 可能 
하게 하는 保健의 增進을 尊重하도록 배워오고 있음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는, 靑少年赤十字가 世界의 保健에 대해서 그 독특한 役割 
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分野에 관한 活動을 道德的 또는 精神的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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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를 保存하고 또 促進하도록 努力할 것을 勸吿한다. （東京 1934年, 決 
議事項第8號）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事業이 保健敎育 및 救急法 또는 事故防止의 訓練에 의해 
서 生命保護의 重要性을 強調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 
會,「스톡홀롬」1948年, 決議事項 第35號）

理事會는,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25號 第26號 및 第34號를 
想起하며,

各國赤十字社靑少年部에 대하여 保健敎育事業을 健康과 生命올 保護하 
는 효과적인 手段으로서, 그리고 生命에 대한 威脅이나 破壞하는 모든 現 
象과 싸우는 武器로서 大規模的으로 擴大해 가도록 勸吿하며,

나아가서, 各國赤十字社靑少年部는 이 目的을위해서 敎員, 醫師 또는 
각 赤十字社의 成人奉仕活動者 및 自國에서 靑少年敎育에 參加하고 있는 
他團體와 긴밀한 協力을 樹立하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 
會「프라그」1961 年, 決議事項 第25號）

代表者會議는,

모든 階層의 地域社會에 있어서 保健衛生을 增進시키고, 世界平和의 基 
礎가 되는 社會意識과 生命의 尊重을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保健敎育과 技 
術 및 具體的方法의 實施가 必要함을 認定하며,

個人 및 地域社會의 保健을 確保하기 위한 保健法則에 관한 知識과 그 
實際的適用사이에는 顯著한 間隔이 있음을 認定하며,

一部地域에서는 基本的 保健을 확보하는 데 必要한 施設마저도 되어 있 
지 아니함을 認識하며,

1.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a） 國民學校, 中學校 및 敎育大學의 敎科課程에 保健, 救急法, 事故 

및 疾病豫防에 대 한 知識을 包含시 키 도록 學校當局과 連絡을 취 할 것
b） 救急法, 家庭看護, 榮養, 衛生學 기타 保健에 관한 講習會를 開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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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學校當局에 講師를 提供하고 保健에 관한 知識을 普及시키기 위한 
展示를 할 것,

d） 個人 및 地域社會의 保健增進을 위해서 딴 福祉諸機構와 協力할 것
e） 身體障碍兒의 看護와 訓練을 위한 施設의 改善을 獎勵할 것 
을 勸吿하며,

2. 赤十字社聯盟에 대해서,
a） 各國赤十社의 會員 및 保健敎育에 從事하는 사람들에게 地域社會 

의 保健上의 必要에 따른 새로운 敎育方法 및 技術을 導入하기 위 
한 訓練을 目的으로 하는 地域的硏修「센터」設立의 可能性을 硏究할 
것과,

b） 이러한 敎育技術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는 適當한 資料를 各國赤十 
字社에게 提供할 수 있는 可能性을 硏究해 볼 것

을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一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 
者會議의 決議事項（F）「로잔느」1963年）刈

3.靑少年赤十字活動計劃

理事會는,

（中略） 커다란 國內的 및 國際的 救護活動에 靑少年赤十字團員들이 參 
加함으로서 招來되는 特別한 價値에 대해서 注意를 기울일 것을 促求한 
다. （第17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10號）

理事會는,

他人에 대한 奉仕活動에 있어서 靑少年赤十字團員들이 베푸는 活動은 
親善精神을 서로 교환하는 希望的인 表現이며, 결코 恩惠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理解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考慮하고,

가능한 한 자주 援助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들 자신도 남을 援助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鼓舞되기를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 
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50年, 決議事項 第36號）

理事會는,

39）第6章第3節第5項b）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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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赤十字社 및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靑年들에게 興味있는 活動計劃 
을 硏究開發하고, 그들에게 赤十字의 理想에 따라, 그리고 人間의 苦痛을 
輕減하기 위하여, 國內的 및 國際的 次元에서 實際的 奉仕를 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聯盟理事會「몬테 칼로」1950年, 決 
議事項第20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52年，「토론토」에서 開催된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해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27號를 想起하며 ,

數百萬 어린이들 및 靑少年들의 切迫한 困窮에 대해서 깊은 關心으로 
注目하며,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의 靑少年赤十字에 대해서 國內的, 國際的인 規模 

에서와 같이 地方에서의 靑少年相互援助活動을 强化할 것을 促進하도록 
勸吿하며,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은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이러한 趣旨에 따른 諸 
計劃을 提示해서, 이러한 活動의 成功을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 最大限의 
情報를 提供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1號)

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는 敎育當局이나 指導敎師에게,
(中略)

b)靑少年赤十字가 自主的인 事業으로서, 世界 곳곳에 있는 困窮地域 
에 대하여 할 수 있는 援助

c) 災害의 被害者에게 援助를 提供해 줄 수 있는「루우트」로서는 赤 
十字가 있다는 것

d) 이러한 事業計劃을 實施함에 있어서 被災者에 관한 모든 連絡과 
모든 寄贈品送付는 關係赤十字社本社를 통하여 야 한다는 現行方式 
에 따를 것 을 保證할 必要性에 대 하여 잘 알려 주도록 勸吿한다. (百 

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者會議의 決議事 
項 (a), (b), (c), (d)「로잔느」1963年)

代表者會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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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해서, 특히 指導者養成에 관해서 資材裝備와 
같은 訓練施設과 專門家를 提供함으로써, 開發計劃과 靑少年赤十字를 關 
聯시 킬 可能性을 硏究하도록 勸吿한다. （百周年會議，決議事項 第20號，世 
界敎育者會議의 決議事項 （H）「로잔느」1963年）

4.靑少年赤十字國際親善計劃

理事會는,

國際的인 學校通信交換이 現在 衰退하고 있는데 留意하여,
相當數의 赤十字社가 自國 靑少年團體와 他國靑少年團體와의 接觸을 確 

立하도록 여러가지 方法으로 試圖해볼 것을 勸吿한다. 그 目的으로 하는 

바는,
a） 國際的인 理解를 增進시키며,
b） 各國에 있어서의 靑少年赤十字活動에 대한 知識을 크게 增進시키기 

위함이며,
이러한 試驗的인 計劃은 靑少年赤十字諮問委員會로 하여금 어떠한 接觸 

方法이 國際的으로 發展될 수 있는가를 指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33號）

代表者會議는,

各國赤十字社는 敎育當局이나 指導敎師에 대해서,
d） 靑少年赤十字의 넓고도 多樣한 活動計劃을 통해서 靑少年에게 도 

움이 될 國際親善과 國際理解 및 平和를 위한 敎育의 機會에 대하 
여 通知할 것

을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 
者會議勸吿 a）, c）「로잔느」1963年）

a） 學校간의 國際的 親善計劃

理事會는,

國際的知識을 넓히기 위한 보다 多樣하고 廣範한 機會를 얻기 위하여 
赤十字靑少年部는 靑少年들이 살고 있는 각각 다른 여러 나라의 歷史的, 
또는 오늘날의 環境을 보여주는 모든 種類의 資料交換을 促進할 것을 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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吿하며,
한 學年期間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交歡計劃을 우선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8號）

理事會는,

國際學校通信을 實行함에 있어서 學年度內에 各國赤十字社 本社를 통한 
交換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同時에「앨범」이 만들어져야 할 것,

（•••中略…）

適當치 않는 水準의「앨범」이 보여지는 일이 없도록 計劃할 것,
그리고「앨범」은 注意깊고 튼튼하게 包裝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
「앨범」에는 赤十字活動에 대한 紹介가 包含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 

나라의 歌謠, 律動, 音樂과 回答을 바라는 質問表를 包含시킬 것,
모든「앨범」은, 赤十字諸原則에 違反되는 論爭의 餘地가 있는 思想이 內 

包되지 않도록 各國赤十字社 本社가 注意깊게 調査할 것,
을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9號）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의 國際親善計劃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a） 隣接하는 各國赤十字靑少年部가 靑少年放送局이나「아마추어」無線 

商業 또는 公的 放送局과 協力하여 靑少年赤十字放送을 促進시키도 
록 努力할 것

（…中略…）

을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 
26號 a））

b）交換訪問

理事會는,

聯盟本部에 대한 各國靑少年團體의 訪問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活動을 
실질적으로 紹介할 目的으로, 隣近諸國靑少年團體間의 交換訪問이 지니는 
價値를 認識하며,

이러한 行事가 豫算과 人員이 許用되는 한, 促進하도록 勸吿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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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訪問은 各國赤十字靑少年部의 權限內에 直接 속하는 것으로 思料 
되도록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決議事 

項第25號）

5. 平和를 위한 赤十字靑少年活動 및 靑少年에 대한「제네 

바」諸協約의 普及

理事會는,

50個國의 數百萬어린이들의 精神면과 行動面을 結合시키는 靑少年赤十 
字는,

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25號에 따라, 赤十字가 가장 훌륭 
하게 國際親善을 促進할 수 있는 手段의" 하나가 되 고 있음을 考慮하여 ,

그러한 成果는, 무엇보다도 靑少年赤十字가 赤十字理想을 忠實히 따 

르며,
또 특히 中立이 란 基本的인 諸原則을 嚴格히 遵守하는데 歸着시켜야 할 

것임을 確信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이 共同으로 各 

國赤十字社에 보낸 回覽（第14）안에 槪說되어 있는 諸原則을 언제나 留意 

하면서,
國際親善의 增進을 위한 그들의 活動을 發展시키는 데 있어서 各國赤十 

字靑少年部를 援助하도록 勸吿한다.（第1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파리」 
1932年,決議事項第13號）

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諸原則에 관한 認識, 普及, 理解 및 適用은 靑少年赤十字가 平和 
를 위해 할 수 있는 最高의 貢獻임을 認定하도록 勸吿하며,

靑少年赤十字의 活動計劃은 世界平和의 바탕으로서 國際親善의 重雙性 

을 强調하도록 勸吿하며,
各國赤十字靑少年部는 그 計劃안에 人類相互간의 關係改善에 이바지할 

수 있는 實際的 活動을 強調하기 위해서, 本決議를 가능한 한 속히 各國赤 
十字社에 送付하도록 勸吿한다. （「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6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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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的生活에 있어서 靑年들이 받는 影響과 靑年들이 行하는 큰 役割을 
勘案하여,

赤十字는 靑年들에게 赤十字精神, 즉 平和精神올 가르치기 위해서 그 力 
量과 名聲을 利用할 것을 勘案하여,

이러한 靑少年敎育이 世界平和의 維持에 대한 赤十字의 考慮할만한, 具 
體的인 貢獻임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는 靑少年에게, 國際親善 및 平和維持의 精神을 敎育하기 
위해서, 그 努力을 傾注하도록 勸吿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 
36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9年 第4「제네바」協約 第144條는 協約의 本文 및 精神을 全國民에 
게 알려 주는 것이 本協約을 批准한 政府의 義務라고 明示하고 있음을 考 
慮하여

靑少年層을「제네바」諸協約精神에 따라 敎育하는 것이 긴급함올 考慮하 
고, 또 이에 관해서 1934年 東京에서 開催된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 
議專項 第9號를 想起하여,

各國赤十字社 및 그 靑少年部가「제네바」諸協約을 普及시키는 데에 積 
極的인 役割을 담당해야 할 것을 勘案하여,

靑少年赤十字活動의 本質的 目的은 平和와 理解의 精神을 增進시켜서 어 
린이와 靑少年들에게 人間尊嚴에의 敬意를 가르치는 데 있으므로,

a) 各社는 自 國政府와交涉하여 , 靑少年赤十字가「제 네 바」諸協約을 어 
린이와 靑少年들에게 普及시키기 위한 가장 効果的인 手段의 하나 
임을 敎育關係者들이 認識하도록 할 것,

b) 自國政府와 交涉함에 있어 各社는 學校敎科안에 赤十字의 歷史와 
目的 및「제네바」諸協約의 基本的原則을 위한 時間을 포함시키도록 
努力할 것 -

을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29號 a) b))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다,

靑少年에게 平和의 理想과 他人을 尊重한 줄 아는 마음을 培養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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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緊急히 必要함을 考慮하여,
「제네바」諸協約은 社會敎育을 위한 健全한 基盤이 되는 것으로 생 각하 

며,
各國赤十字社는 可能性을 調査하고, 緊急問題로서 이 目的達成을 위한 

具體的인 行動을 취하도록 勸吿하며,
특히 各國赤十字靑少年部의 刊行物 및 赤十字社聯盟이 發行하는『靑少 

年赤十字 “뉴우스 • 레터”』4。,에 固定欄을 設定해서 赤十字의 歷史 및「제 

네바」諸協約을 위한 記事로 채우도록 勸吿하며,
같은 問題를 취 급하는「라디 오」나「텔레 비죤」放送이 定期的으로 計劃되 

도록 勸吿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해서, 各社와 더불어「제네바」諸 

協約의 歷史, 內容 및 目 的을 網羅한 靑少年用「필름」을 1 巻以上 製作할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勸吿하며 ,

장차의『國際赤十字의 날』에는,『靑少年과「제네바」諸協約』을 主題로 
삼도록 勸吿하며,

國際靑少年赤十字硏修「센터」가 實驗的인 意味에서, 이 問題를 硏究하기 
위하여 利用되도록 勸吿하고,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社聯盟에 대하여 어 린이와 靑少年用으로서 
適當한 赤十字의 歷史와「제네바」諸協約의 基本諸原則을 취급한 情報出版 
物을 刊行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30號)

理事會는,

靑少年들에게「제네바」諸協約의 精神을 普及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諸 

原則들이 지켜지기를 勸吿한다• 즉，
a) 各國赤十字社는 敎育機關의 충분하고도 必要不可缺한 協力을 確保 

할 것,
b) 이 知識의 普及을 위한 모든 活動計劃은 오로지 하나인 赤十字의 

原則에 따라서 企劃되어야 할 것,
c) 準備된 資料는,「제네바」諸協約의 적극적인 意義와 實際的 効果를 

强調하고,

40) 이 刊行物은 1968年에 中止 었다・ 靑少年에 한 情報는 聯盟의 月刊紙「 노라마」에 
揭載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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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約에 따라, 平時에 있어서의 人間行爲의 基準이 어떻게 戰時에 
있어서도 尊重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

또 赤十字社聯盟과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共同으로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 
할 것을 勸吿한다.

（中略）
c）「제 네 바」諸協約의 初步的硏究를 위한 講習會를 開催할 것. （第25 

次赤十字社聯盟理事會,「아테네」1959年, 決議事項 第20號 c）

代表者會議는,

人類가 國際理解와 平和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靑少年들에게 人道의 諸 
原則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諸原則을 實踐할 수 있는 機會를 그 
들에게 提供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赤十字는「제네바」諸協約에 간직된 理想과 價値를 통해서, 또는 生命을 
保護하기 위한 事業을 통해서 人道主義의 敎育에 具體的이고 有効하게 이 
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指導敎師의 重大한 役割과 赤十字가 提供하는 諸便宜를 認定 
하며,

1. 赤十字國際委員會는 各國政府에 交涉하여 軍機關뿐만 아니라, 敎育 
當局이나 기타 機關을 利用해서「제네바」諸協約을 全世界國民들에게 
普及하도록 하며,

2. 赤十字社聯盟은 各國赤十字社가 採擇한 事業計劃을 부단히 評價하고 
이에 의하여 靑少年赤十字가 이 分野에서 敎育當局과 協力하여 活動 
할 수 있도록 保證할 것,

3. 各國赤十字社는 人道의 諸原則이 어떤 때, 어떤 狀況下에서나 尊重 
되어야 할 必要性을 強調하는「제네바」諸協約의 敎育에 有用한 情報 
資料의 作成에 있어서 敎育者의 助言과 援助를 얻도록 勸吿한다. （百 
周年會議,「제 네 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者會議 勸吿 
I,「로잔느」1963年）

代表者會議는,

國際聯合 第15次總會가 採擇한, 各國靑少年들에게 平和의 理想，各國民 
간의 相互, 尊敬 및 理解를 助長하기 위하여 自由롭고도 制限없는 思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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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見의 交換을 促進할 目的으로 有効한 諸措置를 강구할 것을 非政府組織 
에 勸吿하고 있는 決議條項 第1572號를'注目하며,

『人道的 分野에 있어서의 靑年의 敎育을 위한 赤十字의 責任』이란 重大 
한 問題에 대해서 靑少年赤十字小委員會에 提出된 報吿書의 結論을 諒知 
하며

1. 靑年들에게 各國民간의 平和, 相互, 尊重 및 理解 등의 諸理想을 敎 
育시키는 것은 赤十字의 當然한 任務임을 確認하며,

2.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全世界의 靑年들에게 이들 理想을 普及시키는 
데 효과적인 貢獻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具體的인 措置를 계속 取하 
도록 勸吿한다（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2號），。

理事會는,

靑少年局이 1975年「벨고라드」에서 採擇된 平和要素로서의 赤十字에 관 
한 行動計劃에서 作成한 報吿書를 承認하면서 각국赤十字社와 聯盟事務局 
이 靑少年과 關聯되는 計劃事項을 履行하는 데 繼續 努力하도록 勸誘하며 
聯盟과 ICRC가 共同으로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人道主義 原則에 관한 
知識普及方法 및 赤十字活動에 關한 訓練과 硏究「세 미 나」를 組織해 야。한 
다는 希望을 表示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 
事項第10號）

6. 赤十字諸活動에의 靑少年 參加

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가 장차의 赤十字活動을 위해서 少年少女를 訓練하고 그 一 
生을 통해서 赤十字에 奉仕하고저 하는 慾求를 그들에게 불러 일으키고 있 
음을 考慮하며,

各國赤十字社는 靑年들이 靑少年赤十字를 떠난 뒤에도, 赤十字의 傘下 
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必要에 알맞는 活動計劃을 마련하도록 
努力할 것을 勸吿하며,

聯盟事務局은, 이 問題를 계속 硏究하고 最善의 方法, 着想 및 提案 등 
을 各國赤十字社에 알려줄 것을 勸吿한다. （第1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41）第1章第4節第21次國際會議,決議事項第20號.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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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932年, 決議事項 第14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가 最大關心을 갖고 있는 問題로서 靑少年團體를 떠난 少年少女 
들이 赤十字運動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赤十字活動에 積極 協力 
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을 考慮하고, 또,

1932年의 第13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에서, 이미 採擇된 本件에 관한 決 
議事項을 考慮하여,

靑少年赤十字團體의 相談役이 나 積極的인 赤十字活動家 또는 未加入學校 
에서의 靑少年赤十字團員組織에의 促進者로서 活動할 目的으로, 이전에 靑 
少年團員이 었 던 사람들을 大學, 會社, 工場, 기 타의 職場 （補助協議會나 또 
는 기 타의 自 願團體）에 서 組織한 몇 몇 赤十字社의 現在에 이 르기 까지 의 고 
무적인 經驗에 특히 注目하며,

各國赤十字社는 이전에 靑少年團員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單純하게 
歡心을 가지게 할뿐아니라, 現世界안에서 赤十字가 直面하는 나날이 增大 
하는 諸問題와 對決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赤十字로서는 없어서는 아니될 
사람들임을 銘記시키고, 그러한 試圖를 계속해 가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學校를 卒業하면서, 만약 上記와 같이 依賴를 받았을 때에는 靑少年赤 
十字의 以前의 指導級들이 關心을 갖도록 考慮한 活動計劃을 찾아 各國 赤 
十字社를 계속 率先해서 助力 해 나갈 것이 라는 確信을 表明한다. （東京 
1934年,決議事項第11號）

理事會는,

참으로 重要한 것은 靑年들이 事業을 行함에 있어서는 性質과 精神뿐이 
기 때문에, 一定한 年令以上 또는 이하의 靑少年은 赤十字活動에 參加할 
수 없다는 强制的인 年令制限을 하지 아니 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赤十 
字社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22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靑少年赤十字는 赤十字의 構成分子로서 만이 繁榮할 수 있음을 堪案하여 
어떤 나라들에서는, 成人赤十字가 靑少年赤十字部에 대해서 여전히 無

關心하며, 어떤 경우에는 理解마저 欠如되어 있음에 비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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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赤十字와 成人의 組織간에 境界를 두든가 또는 境界線을 긋는 것 
은 危險한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靑少年과 成人은 共同事業에 함께 從事하는,것이 緊要함에 비 
추어서,

적극적 인 赤十字奉仕員을 募集하는 데 현재 많은 곤란이 있다는 然에 
各國赤十字社의 注意를 喚起하며,

赤十字는 그 隊歹!!에 , 獻身하고 傳統에 忠實한 固定的인 會員과 靑少年團 
員이 多數있지만 이 두 集團의 積極的 支持者간에는 間隔이 있어 점차 벌 
어져 가고 있으며, 이 間隔은 以前에 靑少年赤十字團員이었던 사람들을 
各國赤十字社의 모든 支部나 支會에 參加시키고, 完全하고도 充分히 同化 
함으로써만 메워질 수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靑少年赤十字에 관해서 때에 따라서 는 否定的이 거 나 理解를 欠如하는 몇 
몇 赤十字의 態度로부터 發生하는 危險에 다해서 各國赤十字社의 注意을 
喚起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40號）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1943年 東京에서 開催된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口號 및 
1952年「토론토」에서 開催된 第18次 國際會議의 決議事項 第40號를 想起 
하며

靑少年赤十字團員이 었던 사람이 成人赤十字에의 參加를 충심으로 歡迎 
하며,

이 에 관한 活動이 종래 에 는 불충분했으며 , 豫期했 던 成果를 거 두지 를 못 
했음을 알고,

各國赤十字社는 그들의 事業의 成功을 確實하게 하기 위해서, 靑少年을 
參加시킬 必要가 있으며, 靑少年이 보다 넓은 範圍의 責任을 질 수 있다 
는 것 을,考慮하여 ,

a） 各國赤十字社는 緊急事項으로서, 이 問題解決의 方法과 手段을 檢 
討하고,

b） 赤十字社聯盟은 이 狀況의 改善에 寄與할 수 있는 各國赤十字社의 
모든 發案에 대해서 廣範圍하게 宣傳하도록 勸吿한다; （「뉴델리」 

1957年,決議事項第3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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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赤十字活動에 대한 靑少年의 潛在力量을 認定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a) 成年은 靑少年과 區別해서 取扱하고,
b) 成人會員은 靑少年의 能力을 認定함으로서 그들을 信賴하며, 따라 

서 靑年들이 社의 範圍內에서 獨自的인 事’業計劃을 作成할 機會를 
辑供하며,

c) 大學에 在學中인 靑年들을 위한 活動과 事業計劃을 振興시키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年, 決議事 

項第23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와 靑少年에 대한 現情勢에 대하여 생각한 結果, 
젊은이들에게 國際的理解 協力 그리고 平和에 대하여 敎育하여, 
人間의 苦痛으로 因하여 많은 形態로 發生되는 問題에 대하여 認識시키
고,

이를 豫防할 수 있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人道的， 原則을 尊重하며 增進 
시켜야 하는 慾求에 應하도록 하는 것이 赤十字의 基本的 責任의 하나임을 

再確認하며,
또한 靑少年에게 赤十字活動에 充分히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赤 

十字發展을 위하여 매우 必要한 것임을 再確認하며，
各國赤十字社와 聯盟은 ICRC와 協力하여，

a) 靑少年의 보다 큰 發展을 위한 指導者 訓練을 改善할 것,
b) 많은 靑少年이 赤十字의 活動要員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모든 水準의 活動 및 政策決定에 십 분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부 

여되도록 努力을 계속할 것,
c) 靑少年層과 指導者層에게 國際的 水準에서 意見과 經驗이 交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廣範圍한 機會增進에 힘쓸 것,
d) 兒童 靑少年 및 成年層에 대한 敎育「프로그램」을 그들의 就學與否 

을 不問하고 強化할 것을 勸吿하며,
關係赤十字社의 이와 같은 努力을 支援하도록 呼訴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부카레스트」1977.10, 決議事項 ，第1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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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赤十字에 있어서 靑少年에 의한 參與와 責任引受는 加一層增加될 것으 
로 確信하면서 各國赤十字社와 聯盟事務局이 다음 事項을 履行하도록 勸 
岁 한다.

a) 成人赤十字活動에 靑少年 同化와 參與에 關한 過去에 採擇된 決議事 
項을 再檢討할 것,

b) 젊은이들에게 모든 赤十字活動에 接近토록 하여 모든 水準에 있어서 
決定過程에 參與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 것,

c) 젊은이들의 訓練을 위하여 倍加의 努力을 傾注함으로써 赤十字內에 
서 그들의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할 것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11號)

理事會는,

靑少年을 同化시키는 것과 靑少年의 慾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어느 程度 
의 自治를 認定하는 活動方法을 採擇하는 可能性과는 相容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相互 必要로 한다는 것을 認定하여야 한다고 強調하고, 다 
음과 같이 勸吿한다.

(a) 兒童 및 靑年層이 眞正한 赤十字活動과 그 決議事項에 關心을 提 
高하도록 하고 訓練의 必要性에 적응할 수 있는 專門家의 奉仕가 國 
內的 國際的 水準에서 維持되어 야 할 것,

(b) 따라서 各國赤十字社의 靑少年部, 聯盟靑少年局 및 靑少年諮問委 
員會는 其活動을 強化할 것.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2號)

理事會는,

赤十字의 젊은세대가 聯盟의 最高 決議機構의 委員으로 役割할 수 있다 
고 보며,

聯盟의 最髙機關에 누차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는 靑少年들의 希望이 考 
慮되기 바라며 聯盟의 最高決議機構가 選出될 때 各國赤十字社에게 靑少 
年層이 公平한 方法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配慮할 것을 建議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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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靑少年赤十字의、國際的 會合과 研修「센타」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와 聯盟事務局이 靑少年과 靑少年指導者간의 國際的인 接 
觸올 促進하기 위한 모든 機會를 利用하도록 勸吿한다. （第21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몬테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25號）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靑少年部는 國際的 硏修「센터」의 組織을 究極的인 目的으 
로 可能한 경우에는 이웃 나라들의 赤十字靑少年部와 協力하여 地區, 地 
方 및 國家的인 訓練「센터」를 發展시키도록 勸吿하며, 나아가 世界各地에 
組織되는 이러한 硏修「센터」들은 聯盟事務局이 提案하는 共通課題를 各自 
의 事業計劃에 포함시키도록 勸吿한다.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 

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2號）

理事會는,

國際的 靑少年赤十字「센터」를 組織할 때에는 아래의 諸原則들을 遵守하 

도록 勸吿한다.
a） 事前에 충분한 計劃과 準備를 할 것,
b）「센터」에 參加하는 靑少年과 指導者는 細心한 注意를 베풀어서 選拔 

할 것,
그들의 赤十字에 관한 知識, 그들의 赤十字精神 및 適應性과 社會 

的資質 등이 考慮되어야 할 것. 各「센터」마다의 年令制限은 組織部門 

이 規定한대로 實施될 것,
指導者는 責任있는 赤十字職員이 고 무엇보다도 靑少年의 指導에 대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c）「센터」를 組織하는 데 있어서의 全責任은 主催社側에 있는 것으로 할 

것,
d）「센터」의 財政上의 責任은, 事前에 關係赤十字社간에 決定할 것 •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2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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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最近에 열렸던 4次에 걸친 國際硏修「센터」에서의 많은 經驗을 硏究한 
結果, 家庭分泊의 價値를 認識하기에 이르렀으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靑少年赤十字國際「센터」를 開催할 때에는 가능한 한 家庭分泊을 計劃안 

에 넣도록 勸吿한다. (第26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프라그」1961 年, 決 
議事項第24號)

理事 會는,

赤十字의 國際面에 있어서 靑少年의 參與로서 얻어지 는 經驗을 勘案하며 
한편 國際赤十字의 組織化에 資하고자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a) 聯盟主催 모든 靑少年國際會合은 恒常 靑少年諮問委員會로부터 發 

意되는 것으로 看做할 것,
(b) 靑少年 諮問委員會 委員長은 聯盟事務局과 協議하여 이 같은 會合 

이 聯盟憲章 條項에 明示된 것과 一致되 는가를 確認한 다음 뚜텼한 會 
議의 目的을 提示해 주도록 할 것,

(c) 靑少年들은 靑少年諮問委員會의 業務에 最大限으로 親熟해지게 하 

고 活動할 수 있도록 하며, 同委員會 會合에 參與하는 代表는 靑少年 
을 眞正 代身할 수 있는 代辨人이 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할 것,

(d) 靑少年諮問委員會 建議事項의 適用에는 靑少年에 의한 보다 改善 
된 情報와 參與가 있도록 할 것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3號)

8. 刊行物 및 弘報

理事會는,

赤十字靑少年部은 靑少年赤十字의 各 團員들에게 配付할 雜誌 또는 新 
聞을 刊行하는 데 모든 努力을 다하도록 勸吿한다.

雜誌 또는 新聞外에도 各國靑少年赤十字部는 赤十字活動에 대한 團員 自 
身들의 관심을.鼓吹시키는 데 알맞는 資料를 準備하도록 勸吿한다. (第20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決議事項 第3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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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는,

靑少年赤十字雜誌의 編輯者간에 設定된 記事 및 揷書의 轉載條件을 記述 

한 1926年의 協定은 다소의 技術的 修正에 따라서 更新되 어 야 한다고 勸吿 
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몬테 칼로」:1950年, 決議事項 第28號）

理事會는,

聯盟刊行物은 靑少年에게 關心이 있을만한 몇몇 赤十字社의 活動에 관 
하여 보다 많은 情報를 提供하도록 決定한다. （第21次 赤十字社聯盟理事 

會,「몬테칼로」1950年, 決議意項 第23號）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中略.......）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a） 靑少年赤十字의 目 的, 原則, 方法 및 具體的業績에 관한 情報를， 
특히 政府當局, 敎育委員會, 敎員會, 師親會 등과 接觸하고,「라디 
오」談話, 各種出版物, 日刊新聞 및 定期刊行物에 報道，「텔레비젼 
公開討論會, 競技會 및 公衆集會등을 통해서, 可能한 한 널리 配布 
하도록 모든 必要한 措置를 취 하고,

b） 靑少年赤十字團員 相互간의 連絡方法의 樹立과 그 維持를 위해서 
雜誌의 한 種類 또는 이 를 두 巻으로 나누어 , 한 卷은 國民學校 • 
中學校의 靑少年用으로 하고, 또 한 巻은 一般 靑少年用으로 하는 
定期的 刊行物을 위해서 가능한 한 費用을 支出할 것

을 要請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42號 a, b.）

9. 敎育機關의 支持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中略.......）
（b） 敎育當局, 獎學官 많은. 國民學域 • 中學校의 校長들이 赤十字 및 

靑少年赤十字의 事業에 부단히 베풀어 준 親切하고, 理解있는 寬大 
한 援助에 대해서 國際赤十字가 깊은 感謝의 뜻을 表明하는 것은 

重大한 義務라고 생 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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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協力과 同情을 보내주도록 要 
請한다. （「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37號 b）

代表者會議는,

現代敎育의 여 러 傾向과 世界各地靑少年들의 現在와 未來의 欲求와 諸 
狀況에 알맞는 事業計劃이 要望되고 있을음 考慮하고,

靑少年赤十字事業의 効用과 그 偉大한 敎育的價値를 立證하고,
全世界의 敎育者에 대해서 國內나 國際的으로 健康의 增進과 善良한 市 

民育成 및 國際理解의 改善을 돕기 위해서 赤十字가 提供하는 資源를 活 
用하도록 呼訴하며,

1. 本 會議의 結果, 進展을 보게 된 意見과 經驗의 交換을 계속하고, 
强化할 것,

2. 이를 위해서,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은 다음 參與事項에 따라 敎育專門 
家들로 이루어지는 實務委員會를 召集할 것,
— — 및 救急法訓練에 관한 1.2회 以上의 講習會의 組織化을 

援助할 것
— — 靑少年」이 란 小册字를 만들어 奉仕活動과 社會翡業計 

劃을 年令別로 區別해서 說明하도록 改訂하는 것을 援助할 것
— —全國的 및 地方指導敎師講習의 組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協力할 

것
을 勸吿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議事項 第20號, 世界敎育 
者會議 勸吿事項 A. 1과 2,「로잔느」1963年）

代表者會議는,

1963年 8月 19日—23日에「로잔느」에서 열린, 靑少年赤十字事業을 靑少 
年의 必要에 適應시키기는 問題를 檢討하고, 靑少年赤十字의 効用및 偉大 
한 敎育的價値를 .立證한 世界敎育會議에 대해서 感謝의 뜻을 表明하며,

靑少年赤十字가 할 수 있는,
1. 人道主義精神에 의한 靑少年敎育에의 貢獻,
2. 各種事業 및 訓練의 機會를 통한 保健敎育에 대한 貢獻,
3. 靑少年들에게 奉仕活動을 振興시킴으로써 國內 및 國際的으로 社會 

意識의 發展에 대한 貢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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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際理解, 相互援助 및 平和를 促進하는 實踐的인 事業에 대한 貢獻 
에 관해서 學校當局 및 敎育者의 注意를 喚起하고,

모든 敎育, 關係當局에 대해서 赤十字에 協力하는 敎育者의 事業에 가 
능한 모든 支持를 보내도록 呼訴한다. （百周年會議,「제네바」1963年, 決 
議事項第21號）

第21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學校敎員들이 靑少年赤十字의 發展을 위해 헤아电 수 없는 貢獻을 認定 

하며,
이러한 貢獻은 各國赤十字社가 公的으로 認定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그 社의 靑少年 및 成人會員의 訓練을 援助하 

.기 위해서 敎員들을 赤十字會員으로서 招請하도록 提議하며,
적 당한 國際敎員團體의 會員들이 靑少年赤十字 創設以來로 靑少年赤十

•字에 바친 努力에 대해서 感謝의 뜻을 表하며,

各國赤十字社가 계속해서 支持와 援助를 期待한다는 뜻의 書信을 이 러 
한 諸團體들에게 보내도록 勸吿하고,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學校圖書館을 包含한 새로운 形態의 靑少年赤 
，十字交歡計劃의 可能性을 探究하고, 靑少年赤十字 會員들에 게 보다 좋은 
訓練의 便宜를 提供할 것을 目 的으로「國際敎育의 해 （1970年）」의 趣旨에 
協力하도록 거듭 勸吿한다. （「이스탄블」1969年, 決議事項 第29號）⑵

理事會는,

理事會에 提出된 誠意있고 建設的인 報吿에 대해서 世界赤十字靑少年協 

議會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明하며,
적절한 小委員會 및 聯盟의 各委員會와 事務局이 同報吿에 包含되어 있는 

重要한 事實과 提案의 모든 것에 신속하게 깊은 注意와 考慮를 베풀고 이 

렇게 해서, 가능한 한 속히 積極的인 行動이 確實히 취해지도록 要望한다.
2. 理事會는,

世界赤十字靑少年協議會가 提出한 報吿書는, 聯盟의 權限있는 委員 

會가 檢討한 뒤에 大學 및 高校에 널리 流布되 야 할 것으로 勸吿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메시코시티」19기年，決議事項 第31號）

42） 國際靑少年團體 의 關係에 해서는 第2章 第5節 第4項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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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6節弘 報

1. 赤十字理念의 普及

第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모든 赤十字機關에 대하여,「칼스루에」및「로마」의 會議에서 赤十字理 
念과 戰時 및 平時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重要性을 모든 階層의 國民들에 

게 幅넓게 効果的으로 宣傳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이 미치는 모든 手段을 
강구하도록 採擇한 道義的誓約을 想起시 킨다. （「세 인트 • 페 터 스버 크」1902 

年,決議事項第11號2項）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敎育要綱」이란 總括題目으로 赤十字社聯盟이 提出한 報吿를 諒 
知하며,

이 報吿가 赤十字事業으로서는 특히 重要한 局面을 取扱하고 있음을 考 
慮하고,

또 그 안에서 赤十字의 敎育的機能이 精神的 및 實踐的 兩面을 カ 說하 
고 있음을 滿足하게 注目하며,

赤十字가 人道의 뜻에 따라 使用될 수 있는 物質的 勢力일 뿐만 아니라 
全世界 赤十字人의 活動을 고무하는 騎士道精神과 寬容이 란 同一理念으로 
서 그들 모두를 統合하고 있는 精神的 힘이기도 하다는 確信을 確認하며,

各國赤十字社간의 相互協力을 助長하므로서 이 精神을 發展시키도록 하 
는 데에 聯盟의 맡은 貴重한 役割을 認定하며,

聯盟은 奉仕事業, 救急法, 看護, 保健, 自發的奉仕 및 靑年들을 위한 
事業을 위해 實施하는 敎育을 통하여 赤十字가 어느 곳에서나 實質的價 
値를 나타내고 赤十字가 具現하고저 하는 理想올 實現할 수 있도록, 各國 
赤十字社의 敎育事業을 援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支持를 계속 維持 및 
強化하도록 勸吿한다.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2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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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成人에 대한 赤十字諸原則의 敎育 및 宣傳」에 관한 美國赤十字社의 報 
吿를 受領하여,

이 報吿를 承認하고,
이에 대해서 다음 句節을 追加할 것을 提議한다. 즉,
「赤十字諸原則에 관한 成人敎育과 實踐은 모든 階層의 赤十字人들이 赤 
十字의 名譽는 언제나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自覺을 할 때에 비로서 重 
大한 貢獻이 達成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그들이 私生活에 있어서나 
또는 公的 赤十字生活에 있어서 언제나 赤十字의 生活樣式을 確信하고 
行動한다면, 國民들이 人道主義水準을 向上시키는 要素로서 赤十字가 지 
니고 있는 效果的인 影響力을 理解하는 데 效果가 있을 것이며, 赤十字 
人들은 國民들을 우리 組織體의 會員으로 하기 위한 誘因이 될 수 있도 
록 行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생 각한다.」（「스톡홀름」1948年, 決議 

事項第65號）

理事會는,

많은 나라에서 赤十字의 役割이 아직 國民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를 아 
니하고, 또 理解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狀況은 주로 赤十字자체로 부터의 情報不足에 起因하는 것을 是 
認하는 바이며,

赤十字事業에 대해서 國民의 參加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고,
赤十字와 國民간의 보다 좋은 關係룰 創造하는 데에 弘報가 지니는 重 

要한 役割를 考慮하여,
이 關係가 地域社會의 參加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또 赤十字의 活動 

을 容易하게 하는 것을 감안하여,
聯盟이 各國赤十字社의 弘報部長 및 專門家會議를 開催하는 등의 弘報 

에 많은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諒知하며,
聯盟에게 그 國際的弘報機構의 強化와 發展을 위한 努力을 계속하도록 

要請하며,
各國赤十字社가 제 나라안에서의 弘報活動을 促進하고 強化하기 위해서 

地域社會의 모든 手段 및 方法을 使用하도록 呼訴한다. （第31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71年, 決議事項 第3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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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 赤新月, 赤獅子太陽둥의 運動은 그 諸原則과 活動을통하여 , 고 
민하고 困窮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奉仕하는 데 있음을 考慮하여,

赤十字運動의 目 的을 個人이 나 國民의 적 극적 인 支持를 얻으므로서 만 達 
成될 수 있음을 믿으며,

人類의 所要는, 平時나 戰時를 不問하고, 赤十字만이 아니라 地域社會 
全體의 人員과 資材를 어떤 때라도 動員하기를 要請하고 있음을 考慮하여

더 나아가 赤十字의 諸原則과 活動을 보다 잘 안다는 것은 赤十字의 發 
展과 活動力을 促進하고, 또 이 諸原則과 活動을 公衆이 받아드린다는 것 
은, 本運動의 將來에 대해서 決定的 影響을 미칠 것을 考慮하여,

이 關係로해서, 公衆에게 다가서고, 公衆을 敎育하는 手段으로서의「매 
스메디어」가 지니는 重要性이 날로 늘어 가고 있음을 是認하며,

제각기의 役割를 나타내면서도, 同時에 本運動의 統一性을 그려내는 赤 
十字의 公的「이메지」를 發展시키기 위한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聯盟 
및 各國赤十字社간에 날로 늘어 가고 있는 密接한 協力關係에 대해서 흐뭇 
한 마음으로 注目하며,

各社의 人的 및 物的資源, 즉 그 活動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더욱 더 重 
要度를 더해가고 있는 情報와 弘報分野에서의 努力을 增加하도록 各國赤 
十字社에 要望하며,

政府 및 기타의 모든 公共機關에 대해서 弘報 및 情報分野에서의 各社 
의 努力을 구사하는 모든 手段에 依해서 支持할 것이며, 또 그 權限안에 
서 할 수만 있다면, 緊急時나 平常時의 人道的活動을 促進하기 위해서 赤 
十字의 國內와 國際의 兩段階에 있어서의 「매스메디어」에의 接近을 支援 
하도록 呼訴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9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ICRC 聯盟 그리고「탄슬리」報吿라는 題下의 文書中 公報에 관한 章에 
대하여 特別히 檢討한 結果

聯盟과 ICRC가 赤十字의「이미지」宣揚을 위하여 이룩한 共同活動은 繼 
續發展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强化되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上記 
文書中 公報에 관한 章에서 내 건 共同提案을 承認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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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通된 視聽覺「센터」룰 設立하기 위하여 ICRC와 聯盟이 그들의 力量 
과 資源을 함께 끌여드린 試圖에 대하여 환영하며,

ICRC와 聯盟은「國際赤十字의 槪念」發刊에 있어 一般에게 잘 理解되도 
록 하기 위하여 弘報用語를 效率的으로 使用하는 方案을 共同硏究하며 이 
에 대한 報吿를 第24次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토록 要求한다.

中間報吿는 次期 代表者會議에 提出한다.
世界的으로 赤十字의「이미지」增進에 관한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 （1973 

年「테헤란」） 決議事項 第9號의 再確認이 絕對로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 하여 決議事項 第 9 項의 履行 特히 赤十字의 諸原則 

과 活動에 대한 理解增進을 위한 一般人에 대한 敎育에 努力하도록 激勵 
하며 그들의「프로그램」과 活動資料에 따라 公報 및 一般弘報 潜在力量을 
發展시키도록 권유하며,

聯盟과 ICRC는 公報 및 弘報分野에 대한 各國赤十字社의 努力을 支援 
하며, 特히 弘報 및 公報分野에 從事하는 職員間의 접촉을 發展시켜 赤十 
字社間의 交流하는 것을 勸誘하며,

政府와 모든 其他 公共機關 및 個人團體에 대 하여 赤十字의 任務가 무 
엇이라는 것을 잘 알리기 위하여 繼續 公報媒體와 가깝게 하며,

또한 複合的 效果로 말미암아 赤十字가 벌이는 活動과 欲求가 계속적으 
로 一般에게 잘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20號）

2. 會員募集과 募金

第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理念을 모든 國民各層간에 普及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手 
段을 使用할 것이며, 또한 大災害나 國際的 武力衝突時에 必要한 資源을 
增加해야 할 절대적인 必要性에 대하여 全赤十字機關의 最大이 注意을 喚 
起한다. （「로마」1892年, 決議事項 第12號）

理事會는,

世界的이며 同時的인 呼訴의 敎育的, 感情的價値를 考慮하며, 會員募集 
을 위한 年次運動은 可能한 한 同時에, 그리고 5 月의 第一週에 聯盟의 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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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員인 모든 赤十字社에 의해서 實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第 1 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네바」1920年, 決議事項 第4號）

理事會는,

赤十字會員을 계속적으로 擴充해야 할 必要性을 再確認하며, 그러 나 모 
든 나라에서 每年 같은 時期에 會員募集運動을 實施하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認定한다. （第 2 次 赤十字社聯盟總會, 「제네바」1922年, 決議事項 
第11號）

理事會는,

宣傳用展示資料의 作成, 收集 및 配付에 관한 聯盟事務局의 活動을 承 
認하며,

이 活動을 더 한층 發展시킬 것을 勸吿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가 
능하면 自社의 完全한 宣傳用展示資料를 갖추어 聯盟事務局에 送付하도록 
勸吿한다.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11號）

理事會는,

宣傳과 會員問題가, 現會員의 觀點으로나, 一般輿論을 움직이거나 赤十 
字運動에 대해 機關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各國赤十字社로서는 극히 
重要하다는 것을 承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장차의 活動計劃을 立案하는 데 있어서, 宣傳 
運動의 組織과 會員募集에 特別한 注意를 베풀도록 勸吿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宣傳과 會員募集運動을 組織하는 데 있어서 各國 
赤十字社에게 될 수 있는 한 便宜를 提供하도록 勸吿하며, 특히

a） 各國赤十字社가 使用하고 있는 方法을 討議하고 또 檢討하기 위한 
非公式會議의 召集에 最大의 便宜를 주고 그것을 助長할 것,

b） 宣傳 및 會員募集運動을 組織하거나 發展시키기 위한 各社의 要請 
에 따라 聯盟事務局職員을 이 目的을 위해서 配置하여 協力케 할 것,

c） 宣傳運動의 組織化에 관한 情報交換 및 各社가 이러한 種類의 運 
動과 關聯해서 刊行하는 宣傳資料 見本의 交換을 強化시킬 것,

d） 宣傳과 會員募集運動의 組織에 必要한 資料의 中央購入部를 聯盟 
事務局안에 두는 可能性을 檢討할 것을 要請한다. （第11次 赤十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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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聯盟理事會,「헤그」1928年, 決議事項 第15號）

理事會는,

事務局은 다음 事項들을 위해서, 各國赤十字社와의 密接한 協力을 追求 
하고 發展시켜 나갈 것을 勸吿한다.

1. 世界赤十字의 날 및 赤十字週間의 行事를 各國의 全領域에 擴大하고 
採用하고 있는 方法을 改善할 것,

2. 平時事業을 包含한 現在의 赤十字事業의 知識을 모든 地域社會 곳곳 
에 普及시킬 것,

3. 모든 宣傳活動을 위 하여 中央 및 地方의 赤十字委員會간의 긴밀한 協 
カ關係를 促進하고, 또 이 目的을 위해서 上記委員會의 組織을 改善 
할 것. （第1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브럿셀」1930年, 決議事項 第 
8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대해서, 實際的인 모든 種類의 宣傳材料를 계속 
編輯, 刊行하여, 各國에서의 地域的인 條件을 考慮한 끝에, 모든 赤十字 
社에 이를 勸吿하도록 促求한다. （東京 1934年, 決議事項 第7號）

理事會는,

1. 특히 過去 10年間의 赤十字에 대한 弘報活動의 重要性을 認定하며, 
各國赤十字社의 基本的인 責任은 赤十字活動의 모든 面, 특히 赤十 

字에 委託된 모든 寄附金使用의 會計에 관하여, 모든 國民과 各社의 
會員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考慮하며,

따라서, 아직 위와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赤十字社에 대하여,
a） 弘報活動을 위해서 豫算의 一部를 確保할 것,
b） 모든 事業計劃」, 事業 및 政策面의 弘報活動相談役으로서 同社의 管 

理者가 認定한 資格있고 訓練받은 사람의 指導아래 弘報部를 設置 
할 것,

c） 弘報擔當職員에 대해서, 각 分野에서의 恒久的인 發展에 關해 理 
解할 수 있는 여 러 機會를 줄 것,

d） 數개 赤十字社에서 成果를 올리고 있듯이, 大衆과의 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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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言하기 위해서 弘報分野에서 認定받고 있는 指導者들 중에서 弘 
報活動에 관한 本社 및 地方의 奉仕員委員會를 組織할 것,

e) 非單 基金募集과 呼訴의 機會때만이 아니라, 年中을 통하여 國民 
에게 情報를 提供할 것,

f) 赤十字社 內外의 모든 仲媒體를 使用하는 弘報活動計劃을 發展시 

킬 것,
g) 보다 廣範한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非赤十字 

組織 및 他團體用 資料提供에 專念할 것,
h)「텔레비젼」이 効果的인 弘報手段으로 그것을 導入하고 있는 各國 

赤十字社는 敎育的, 振興的인 手段으로서「텔레 비젼」을 利用하는 特 
別한 注意를 勸吿한다.

2. 全世界赤十字社는 會員의 增強과 赤十字에 관한 關心을 높이기 위한 
手段으로써「赤十字理念誕生 100年」을 記念하는 機會를 利用하도록 勸 
吿하며,

3. 聯盟에 의해서「제네바」에 設置하도록 提案된『赤十字硏修「센터」』에 
各社의 指導者 및 會員을 위한 弘報關係의 講習會를 包含시키도록 勸 
吿하며

4. 國民들에게 赤十字活動의 知識을 普及하는 데 있어서, 個人對 個人 
의 接觸을 重要하게 認定하며,

大量傳達 (Mass Communication) 의 傳統的인 手段外에도 赤十字의 
成人會員 및 靑少年團員들이 그 나라 全體에 弘報活動을 하기 위한 幅 
넓은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는 事實에 各國赤十字社의 注意를 喚起 
하며

따라서 赤十字會員은 集團討議 및 討論會를 통하여 赤十字를 소개 
하도록 助長할 것을 勸吿하며,

5. 弘報活動의 發展에 重要한 생각이나 經驗의 交換은 促進하지 아니하 
면 안되는 것을 考慮하여,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은 聯盟後援下에 開催되는 會議 및 硏究會에 弘報活 
動의 議題를 包含시킬 것을 考慮하도록 提議한다. (第24次 赤十字社聯盟 
理事會,「뉴델리」1957年, 決議事項 第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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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赤十字休憩 日과 世界赤十字의 날

第1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모든 赤十字社는,「첵코슬로바키 아」赤十字社가 이 미 採擇하고 있는 3 日 
間의「赤十字休息日」의 計劃을 檢討하고, 이 期間中에 公衆保健, 救護, 兒 
童福祉에 관한 强カ한 全國的인 宣傳「캠페 인」을 實施하도록 勸吿한다. （「제 
네 바」1921年, 決議事項 第7 號）

總會는,

休息日 기간동안에 新聞, 劇場, 映畫舘, 公共集會에서의 論爭的인 性格 
을 띤 모든 示威가 赤十字精神의 表明으로 代置될 수 있는 年例的인 짧은 
休息期間을 :制定함으로써,「첵코슬로바키에」에서 成果를 얻었음을 考慮 
하여,

各國赤十字社가 이『赤十字休憩 日』에 대해서 眞摯하게 考慮하도록 希望 
을 表明한다. （第 2 次 赤十字社聯盟總會,「제 네바」1922年, 決議事項 第 
24號）

將來를 위해서 第11次 赤十字國際會議는『世界赤十字의 날』이 全世界에 
서 制定되 고, 國際赤十字의 組織委員會가 이 勸吿에 効力을 주는 實際的 
인 手段을 檢討하도록 指示한다. （「제네바」1923年, 決議事項 第4號 b）

戰時와 마찬가지로 平時에도, 赤十字의 第一義的인 努力은 가능한 範圍 
內에서 公的 支持를 얻는 데 있다. 會員이 많다는 事實이 意味하는 것은, 

a） 公衆保健에 많은 國民이 關心있다는 것, 
b） 모든 赤十字「캠페인」을 위한 安定된 財政的基盤이 된다는 것, 

c） 緊急時에 있어서의 國民과 赤十字간의 効果的인 協力이 가능하다
는 것 둥이 다.

따라서 理事會는, 各國赤十字社가 平時事業에 관한 宣傳手段에 의해서 
더욱 더 많은 會員을 募集하고, 가능하다면 赤十字會員募集을 위해서 每 
年 特定日 또는 特定期間을 確保하여 야 한다는 見解를 記錄에 남긴다. 
（第 3 次 赤十字社聯盟總會,「파리」1924年, 決議事項 第 7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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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첵코슬로바키아」赤十字社,「벨졈」赤十字社 및 赤十字社聯盟에 의해서 
指定되고,

3 個赤十字社를 代表하는 3 名의 委員으로 構成되 는 委員會가,「첵코슬 

로바키아」에서의 年例的인 赤十字休息 日의 組織과 成果를 向後 3年간에 
걸쳐서, 現場에서 調査하도록 하는 任務를 遂行하도록 勸吿한다. 이 委員 
會는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에 報吿를 提出하기로 하고, 그 事業上의 援 
助는 聯盟事務局의 協力에 依存하는 것으로 한다. （「브럿셀」1930年, 決 
議事項第2號）

第15次 赤十字國際會議는,

國際赤十字休息 日硏究委員會의 報吿 및 특히 1933年 4月 14日字로서 이 
委員會에 의해서 採擇된 決議事項을 諒知하며,

이 委員會 委員들에게 그 報吿와 아울러서 이 重要한 問題에 관한 愼重 
한 硏究에 대해서 感謝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委員會의 結論 및 여기에 參加하는 可能性을 특 
히 注意깊이 檢討하도록 要請하며,

이 休息 日을 國際的인 理解와 協力을 促進하는 効果的인 手段으로 考慮 
하고,

「첵코슬로바키아」赤十字社에 의해서 成功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方法을 
自國의 狀況에 따라 이의 採用을 決定할 모든 赤十字社는 赤十字國際委員 
會 및 赤十字社聯盟의 代表에 대하여 이 分野에 있어서의 그들의 事業에 
參加할 수 있는 機會를 주도록 希望을 表明하며,「첵코슬로바키아」赤十字 
社總裁에 대하여 많은 成果를 거둔 그의 創意에 대하여 祝意를 表明한다. 
（東京1934年，決議事項第22號）

第16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첵코슬로바키아」에서 採用된 休息 日의 諸方法을 硏究하도록 委任받은 

委員會의 報吿를 參照하고,
東京에서의 第15次 赤十字際國會議가 各國赤十字社에게 이와 비숫한 運 

動올 권장했음을 想起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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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民간의 善意를 促進하는 運動, 특히 赤十字休息 日에 관한 委員會의 
事業을 계속하도록 勸吿한다. （「런던」1938年, 決議事項 第24號）

理事會는,

「첵코슬로바키아」赤十字休息日에 대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注目하며, 
聯盟事務局에 대해서 다음 事項들을 指示한다.

1. 各國赤十字社는 自國에서「世界赤十字의 날」또는「赤十字週間」혹 
은 기타의 期間을 組織하여 그 기간동안 國民全體가 赤十字의 目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機會를 가지며, 赤十字가 實施하는 人道主義精神 
에 國民自身들이 獻身할 수 있게 되도록 할 것올 勸吿하며 ,

2. 모든 赤十字社가 紀念하는 一定한 날（日）을 國際赤十字의 날로 定하 
도록 檢討할 것. （第19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옥스포드」1946年， 
決議事項第14號）

理事會는,

今後 가능한 限,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를 위한, 그리고 平和理想을 위 
한 宣傳日로서,「안리 • 듀낭」의 誕生日 인 5月 8 日을 選定하도록 勸吿한 
다.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肆詛「제 네 바」1948年, 決議事項 第 5 號 3 項 ; 
第20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스톡홀름」1948年, 採擇）

4.赤十字敎範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 自體의 敎育課題 遂行을 위하여,
赤十字는 항시 人道, 相互理解 및 平和라는 赤十字의 理念을 보다 널리 

普及하기 위한 새로운 方法을 모색하는 데 不斷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考慮하면서,

ICRC와 赤十字社聯盟이 各國赤十字社와의 協議下에 赤十字敎育指針을 
主로 學校敎師用으로 共同作成한데 대하여 관심을 두면서,

政府와 赤十字社에 대하여 人道的 問題에 관한 敎育 強化를 決議한 바

（譯註）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의 會期回數는 1956年（第75次） 以後부  正式으  算定하게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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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第22次 赤十字際國會議(1973년「테 헤 란」決議事項 第12號의 効率的 
인 實踐을 환영하며,

관계당국이 敎育指針 普及을 맡고 있는 赤十字社의 業務를 支援하도록 
勸吿하며,

聯盟과 ICRC에 대하여 이 敎育指針書가 効果를 거들 수 있도록 特히 아 

래와 같이 赤十字社를 돕도록 要求한다.
(a) 自國內에서 敎育指針을 普及하는 責任者의 養成을 支援할 것,
(b) 赤十字社 및 關係當局과 協力하여 이 敎育指針올 그 普及對象들의 

各階層에 알맞도록 改作할 것,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부카레스트」!977.10. 決議事項 第1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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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環境問題

理事會는,

環境의 惡化로부터 發生하고 있는 危險의 增大를 憂慮하며,
人間의 生活條件, 특히 醫療社會分野에서의 保護와 改善에 貢獻하는 赤 

十字의 責任을 自認하며,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當局이나 기타 關係團體와 適當히 協力해서 自 

國內의 環境에 관한 一般狀況 및 諸計劃을 檢討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 
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役割을 明確하게 하도록 要請하며,

赤十字, 특히 靑少年活動이 環境의 危險과 適切한 對策에 대해서 周知시 
키도록 하는데 重要한 貢獻을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며,

變化하고 있는 世界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將來에 대한 再評價에서는 環 
境問題에 대해서 重要한 考慮를 베풀도록 要請하며,

事務總長에 대해서
(a) 赤十字의 役割을 明確히 하고, 가능한 한 人間環境을 改善하는 事 

業에 參加하기 위해서, 人間環境에 관한 1972年度會議의 準備에 임 
하는 國際聯合 事務次長室 및 기타의 適切한 機關과 赤十字社聯盟 
과의 協力을 계속하고,

(b) 環境에 대해서 各國赤十字社와 情報 및 助言을 交換하고 그럼으 
로써 環境改善에의 赤十字의 參加를 强化하기 위한 具體的인 計劃 
을 세우고, 指導理念을 明確히 하여,

(c) 1972年의 執行委員會의 會議 및 1973年의 理事會의 會議 때에 이 
事項의 進展에 관해서 報吿하고 勸吿書를 提出할 것

을 委託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 
項第29號)

執行委員會는,

19기年,「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理事會가 採擇한 決議事項 第29號를 
考慮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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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各國赤十字社에 대하여, 環境保護라는 國家計劃안에서의 赤十字 
의 位置를 定立하기 위해 政府와 절충하고, 赤十字社의 計劃과 實施한 바를 
赤十字社聯盟事務局에 報吿하도록 要望하고,

事務總長에 대해서 다음 事項들을 委託한다.
(a) 계속해서 各赤十字社의 事業活動에 관한 報吿를 收集하고，各社 

로부터 要請이 있으면 意見을 말해주고, 나아가 이러한 事業生活을 
記述한 完全한 報吿를, 1973年의「테헤 란」의 理事會 및 國際會議에 

提出할 것,
(b) 聯盟과「유엔」과의 좋은 協調關係를 維持하고,「유엔」總會가 19 

72年 6月,「스톡홀롬」의 會議 때 생긴 協力關係를 계속해서 擴大 
해 나아가기 위해서 現在 開會中인 會期안에 總會가 設立할 豫定인 
주로 環境保護問題를 擔當할 新機構와의 사이에서도 같은 連結을 
樹立할 것.

保健社會諮問委員會의 監督下에 靑少年赤十字諮問委員會와도 協力해서, 
環境保護에 관한 赤十字의 具體的인 活動形態를 硏究하고 立案하기 위한 
極少數의 各國赤十字社代表專門家들로 구성되는 臨時特別事業部署를 創設 
하고, 이 部署로부터「테헤란」의 理事會 및 國際會議에 報吿를 提出케 하 

도록 決定하고,
(a) 이미 事業을 實施하여, 靑少年 및 成人會員의 努力으로 말미암아 

環境改善에 貢獻한 各國赤十字社들,
(b)「스톡홀름」環境會議의 準備를 위해서 또는 同會議期間中 重要한 

役割을 다한 事務總長 및 事務局
에 대해서 祝意를 表한다. (第89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 

72年,決議事項第14號)

理事會는,

第31次理事會(19기年,「멕시코시티」)의 決議事項 第29號를 想起하고 .또 
第89次執行委員會 (1972年,「제네바」)의 決議事項 第14號를 確認하며, 

技術의 不均衡한 發達과 그結果로 생 겨 나는 갖가지 의 社會的緊張, 불충 
분한 開發狀態 및 武力衝突이 제 각기 人間의 環境을 따라서 人類를 威脅 
하고 있다는 것 , 또 이 環境保護와 改善이 우리 들의 時代의 重大問題의 하 
나임을 考慮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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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環境에 대한 어떠한 破壞도 人類의 肉體 및 精神健康에게는 害로운 
것이며, 따라서 직접 赤十字에 關係된다는 것을 더욱히 考慮해서,

赤十字는 이 問題의 많은 面에 언제나 注意를 기울여 왔다는 것, 또 여 
러 要素들의 相互依存을 認定되지 아니하면 안되며, 나아가 全面的인 社 
會生態學的인 接近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想起하고,

各國赤十字社가 이 問題를, 이러한 精神으로 다루도록, 또 자기 社의 活 
動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이것을 考慮하도록 促求하며,

環境의 保護 및 改善은 대부분이 當局과 個人, 서로의 態度와 行動의 
問題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各國赤十字社는, 當局의 補助者이며 그 奉仕 
者들의 援助를 얻고서 야 할 수 있는 共同社會의 모든 地區의 保健敎育과 
社會福祉에 協力하는 使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行動하기 쉬운 立場에 
있음을 注目하며,

人間環境과 改善을 위해서 各國赤十字社가 다할 수 있는 役割을 硏究하 
고, 當局에게 計劃이 있으면, 그 計劃에 따라서 충분히 그 社의 모든 奉 
仕者들을 포함하는, 특히 靑少年「멤버」를 包含시킨 活動計劃을 세우고 또 
내린 決定이나 開始한 活動 및 얻어진 結果에 대해서 定期的으로 赤十字 
社聯盟事務局에게 通報하도록 하는 뜻이 담김 모든 赤十字社앞으로의 理 
事會의 呼訴를 새로이 하는 바이며,

1972年 6月의「스톡홀름」會議 때에 行한 活動 및 그에 이어서 取해진 
處置에 관해서 事務總長에게 祝意를 表明하며,

事務總長에게 이 活動을 계속하고, 또 모든 適切한 公的機關, 특히「유 
엔」環境計劃部(UNEP) 및 民間機構와 효과적 인 作業上의 관계 를 進展시키 
도록 希望하는 바이며,

事務總長에게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이 各國赤十字社간의 情報調整「센터」 
의 役割을 충분히 다할 수가 있도록 모든 必要한 手段을 강구할 것을 要 
請한다. (第3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31號)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와 人間環境의 保護』에 관한 赤十字社聯盟의 事務局 報吿 및 第 
32次 聯盟理事會에서 採擇된 本主題에 관한 決議事項에 注目하며,

環境保護와 改善의 全分野가 現代의 커다란 問題의 하나가 되어 있음을 
是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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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의 肉體 및 精神健康이 環境의 性質에 크게 左右되기 때문에, 이 問 
題는 赤十字에게 직접 關係가 있다고 認定하며,

全國的인 수준에서 各國赤十字社가 政府當局의 計劃과 步調를 맞추어서 
環境保護와 改善을 위해서 그 活動을 發展시키고 또 計劃할 것을 勸吿하며

마지막으로 環境惡化에 대한 鬪爭은 國際的인「레벨」에서도 進行되어야 
할 것임을 强調하고,

赤十字가 國際的수준에서 環境保護에 貢獻하는 方法의 開發에 協力하도 
록 要請한다. (「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7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1973年「테헤란」) 決議事項 第17號에서『赤十字 
는 人間의 肉體的, 精神的 健康이 環境에 의하여 크게 左右되고 있는 한 
環境問題에 直接的인 관심을 表明한다』라고 宣言한 것을 想起하면서 ,

赤十字와 環境保護에 관한 赤十字社聯盟의 報吿書를 注目하고,
世界시3의 大部分이 貧困으로 因하여 不適合한 環境 속에서 살고 있으 

며 더우기 이들의 健康은 한편으로는 一次保健醫療施設의 缺陷으로 危險 
을 招來케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各種 公害로 말미 암아 危險을 招 
來하고 있음을 認識하면서,

環境 保護 및 改善은 共히 敎育的問題의 한部分이 며, 그러기 때문에 靑 
少年은 赤十字活動의 手段으로써 가장 가깝게 參與해 야 할 뿐만아니 라 最 
高의 方便으로 活用되어야 함을 注目하면서,

各國赤十字社는 그들의 傳統的인 活動의 發展을 위하여서도 將來의 計 
劃에 公衆保健 및 環境敎育 그리고 要員에 對한 敎育을 包含시킬 것이며, 
또는 現存計劃을 補完시키되 같은 目標를 위하여 일하는 政府나 非政府機 
構와 緊密히 協力하도록 建議하며,

聯盟에 대하여 專門委員會 및 事務局을 通하여 아래사항을 遂行하도록 
要請한다.

(a) 聯盟이 이미 着手해 온 硏究를 發展시키며,
(b) 各國赤十字社間에 있어서 經驗의 交換을 獎勵하며,
(c) 環境問題와 關聯된 모든 機關들과 緊密한 紐帶를 促進시킨다.
政府와 非政府機構에 대 하여 이 部面에 從事하는 赤十字 奉仕員의 實際的 

이 며 潜在的 價値를 認定하며 이 들에 게 십 분의 支援을 提供토록 勸誘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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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에 대하여 그들의 努力을 强化할 것이며 環境에 관한 國內法規를 發 
展시키고 必要하면 새로 制定토록 呼訴하며,

各國政府에서 現在와 未來世帶들을 위하여 生活條件을 改善하게하는 環 
境助成에 目的을 둔 地方的 및 國家的 計劃에 赤十字가 加一層 :參與하도 
록 獎勵할 것을 勸吿한다. （第23次 國際赤十字會議,「부카레스트」1977. 
10.決議事項第21號）

執行委員會는,

1976年 4 月 7 日부터 10日까지「부카레스트」에서 開催된 環境에 관한 
委員會業務에 관심올 가지며,

各國赤十字社와 聯盟事務局을 相對로 하여 作成된 同委員會의 다음 建 
議事項을 採擇한다. e

一般建議事項二
• 各國赤十字社가 人間環境保護와 改善에 있어서 그들의 參與를 增進하기 
위 하여 위 원회 는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1. 요원 및 奉仕員의 環境分野에 있어서의 活動에 對한 訓練에 더욱 力 
黠올 둘一것.

2. 赤十字가 環境에 관하여 더욱 많은 影響을 國民에게 주며 敎育하고 
動員할 수 있는 自體 力量을 十分 活用토록 할 것.

3. 各國赤十字社는 赤十字의 內部와 外部에 있는 專門家의 助言에 더욱 
依存할 것 赤十字의 人道的 目的이 迎合하는 專門家 및 科學的으로 構 
成되는 多目的 訓練組織인 專門家 諮問委員會로 하여금 全國 및 地方 
水準에 있어서 政策決定機構를 두도록 한다. 이와같은 委員會가 一般 
國民과 環境問題에 관련되고 있는 奉仕團體間의 効率的인 連繫을 맺 
어주는 일 역시 重要하다.

4. 數個國家가 이들의 共同領域에 關係없이 類似한 問題를 갖고 있다고 
할 때 各國赤十字社는 合意된 方法으로 解決策을 모색해야 하며 國民 
間에 있어서 相互 理解增進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援助가 赤十字의 主要役割의 하나라고 볼 때 災害對備 計劃에 있어 
서 環境, 破壞, 徵兆를 警吿하는 重要性을 強調할 것,

6. 各國赤十字社마다 環境保護에 관한 自體 特別計劃을 作成할 것,
7. 이미 몇몇 赤十字社에서 活用하고 있는 人間環境을 위한 赤十字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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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모덜」을 各種 系統울 通해 널리 宣傳할 것. （例로서 環境問題에 

관한 赤十字活動敎本 刊行物）

特別建議事項

1. 聯盟事務局이 環境保護 및 改善에 더 욱 効率的인 業務를 이 룩하기 위 
하여 欲求側定 및 活動을 爲한 最上의 方法 및 形態, 選定, 意見이 나 
經驗, 情報의 交換, 勸獎 各種 水準에 f있어서 相異한 慾求에 適合한 
活動指針 等을 提示해 주도록 要請한다.

2. 聯盟 事務局內 各 部署의 專門性의 價値를 높이 認定하며 救護 및 發 
展分野活動의 効率을 높이기 위하여는 더욱 緊密한 協助와 制度化된 
情報交換이 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事務局은 專門家 助言을 最大限 
으로 活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技術 業務部署에 環境에 관한 顧問 
을 任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議長에게 要請하되 小規模 特殊 實務「그룹」을 만들어 이미 本委員會 
에 서 各國赤十字社 代表가 提供한 情報에 追加하여 環境保護活動에 關 
한 方法이 나 形態를 硏究토록 ,하며 環境分野에 있어서의 各國赤十字 
社 活動에 關한 情報를 收集토록 한다.

4. 委員會는 聯盟이 環境保護의 더 욱 効果的인 協力을 위해 UNEP, WHO 
FAO, UNICEF 등의 國際機構와 關係를 緊密히 갖도록 要請한다.

5. 環境「프로그램」의 最近 發展에 관해서 國家的 또는 國際的인 水準 
에서 聯盟요 各國赤十字社에게 情報를 알리는「뉴스레터」를 發刊하도 
록 要請한다.

6. 委員會는 各國赤十字社의 環境事業에 關해서 注目을 끄는 永續的인 
欄을「파노라마」에 特別히 包含시키도록 聯盟事務局에 要請한다.

7. 「앙리 • 듀낭」硏究院에서 人間環境問題와 赤十字 基本原則과의 比較 
硏究를 遂行하도록 特別히 要請할 것을 생각한다.

8. 委員會는 環境保護活動에 特出한 業績을 認定하는 特別 表彰制度를 
制定하는 問題를 考慮하도록 事務局에 要請한다.

9. 委員會는 將次 會合에 聯盟의 餘他 諮問委員會들도 參席하게 되기를 
바라는 希望을 表明한다. （第34次 聯盟理事會,「부카레스트」1977.

10. 決議事項 第18號에서 認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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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第 2 次 世界大戰과 그 以後에 發生한 諸事態의 結果 多數의 成人 및 兒 
童들이 아직도 自己家庭으로 復歸하는 것이 禁止되고 있음을 考慮하여,

各國赤十字社가 自國政府와의 사이에 本然의 仲介機關으로서 이러한 사 
람들의 釋放을 最大限 容易하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運命에 관한 情報 
를 探知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에 대한 救護物資의 發送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活動할 것을 勸吿하며,

現今「토론토」에서의 各國赤十字社 및 政府의 會議가 바로 國際赤十字 
의 目的이 며 또한 그 存在理由이 기 도 한 相扶相助의 이와같은 人道的課業 
을 完遂하는 데 必要한 接觸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希望을 表明한다• （第 
8次 赤十字會議, 決議事項 第20號,「토론토」1952年. ）

第19次 赤十字國際會議는,

戰爭, 國內紛爭 및 其他의 事態로 因하여 多數의 成人과 兒童들이 아직 
도 自己의 故鄕과 흩어진 自己家族들로부터 떨어저 있음을 想起하며 그와 
같이 離散으로 因하여 重大한 人間的 苦痛이 惹起되 고 있음으로, 1952年 
「토론토」에서의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가 決議事項 第20號에 의하여 各國 
赤十字社를 前記한 사람들의 自由化를 最大限으로 助長하고 그러한 사람 
들의 生死與否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고 그들에 대한 物質的救護의 提供을 
助長하는 데 있어 自國에 대한 本然의 仲介機構으로 認定하였음으르,

同 決議에서 천명된 諸原則을 再確認하고 모든 國家의 赤十字社와 政府 
들은 이 問題에 있어서의 各自 努力을 强化할 것과, 特히 모든 方法을 다 
하여 가일층 그들의 當事者個人들의 意思에 따라서 그리 고 또 小兒일 境 
遇에는 그 居住地에 關係없이 承認된 家長의 意思에 따라서 前記한 바와 

같은 成人 및 兒童들의 再結合을 助長할 것을 促求한다. （第19次 赤十字 
國際會議, 決議事項,「뉴델리」195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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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國際委員會의 報吿書에 따라「토론토」와「뉴델리」國際會議 決議 
事項 第20號의 基礎위에서 採擇된 人道的 措置를 認定하면서, 各國 政府 
와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各國赤十字社들의 적 극적 인 참여 에 감사를 表하고

上記 決議文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아직도 離散家族들의 再結合이 實現 
되고 있지 않음에 留意하여 모든 赤十字團體와 政府는 平和와 理解를 증 
진시키 는 이 러한 인도적 措置들을 완전히 達成하기 위한 노력을 强化할 것 
을 希望하면서,

離散家族의 재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의 接觸을 촉진시키도록 勸 
吿하고, 더욱이 各國 赤十字社는 중립적인 仲介機構로서 이 分野에 있어 
서 政府와 함께 赤十字國際委員會뿐만 아니 라 各國赤十字社들과 人道的 
問題의 해결방법을 協議하도록 勸吿한다.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 
項 第19號,「비엔나」1965年. )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는,

「제네바」協約의 精神을 준수함에 있어서 武力衝突時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찾는것은 赤十字精神에 귀속된 주요한 課業임을 考慮하여 ,

더욱이 武力衝突 期間에 사망되어 매장된 墳墓룰 찾고 死亡者에 대한 身 
元을 확인하는 것은 尋人事業의 重要한 方法과 手段임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勸吿한다.

1) 各國 政府의 認定과 赤十字國際委員會의 협조하에 각국적십자사간에 
이러한 墳墓에 관계된 可用한 모든 資料의 交換

2) 아직까지 매장된 사망자의 身元이 確認되지 않은 墳墓에 대한 적절 
한 手段에 의한 確認

3) 墳墓를 발굴할 경우 專門機關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身元確認節次 
에 關한 依賴

4) 同 決議文의 勸吿事項올 이행하기 위한 赤十字國際委員會와의 협조 
및 關係赤十字間의 協議. (第20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0號 
「비엔나」1965年.)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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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채택된 決議事項의 目的을 달 
성 하기 위하여 그리 고 그와 같은 離散을 招來한 世界의 情勢가 변화하고 
있는 觀點에서 離散家族에 관계된 個人의 健康과 財產에 영향을 미치는 人 
道主義的인 役割을 認定하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各國赤十字社가 姉妹機關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應하지 못하고 있고 또 家族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離散家族의 再結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留意하여,

各國赤十字社와 赤十字國際委員會의 요청을 받은 機關은 이산가족의 재 
결합을 위한 可能한 方法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特히 모든 赤十字社는 孤兒들이 處한 불우한 立場에 유의하여, 그들의 

父母들이 永住하기 위하여 어느 곳을 選擇하든 간에 그들 父母들과의 再 
結合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政府와 함께 本然의 仲介機關으로서 奉仕할 
것을 要求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 決議事項「멕시코시티」1971 

年.）

離散家族 再會에 관한 專門家會議는,

大韓赤十字社와 北韓赤十字會가 19기年 8 月 以來 會談을 開催하여 南 
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의 조사 및 통보, 그들 사 
이의 自 由로운 訪問과 자유로운 相逢 및 自 由로운 書信去來의 실현, 그리 
고 人道的으로 해 결할 문제 를 토의 하기 로 合意한 것 을 지극히 滿足하게 여 

기며
1973年 6 月 28日부터 30日까지「산 • 레모」에서 國際人道法硏究院 주최 

로 열린 離散家族의 再會에 관한 圓卓會議의 결의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前記한 兩赤十字社가 경주하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實質的인 進展이 
조속히 이룩되기를 衷心으로 원하며 ,

會談雙方은 赤十字基本原則과 第18次에서 第20次에 걸친 赤十字國際會 
議에서 채택된 離散家族에 관한 諸決議事項（1952年의 決議 第20號, 1957 
年의 決議 第20號 및 1965年의 決議 第19號）뿐 아니라 人權 및 國際人道 
法의 基本原則을 堅待하여 會談을 이끌어 나가기를 勸吿한다. （國際人道 
法 專門家會議, 決議事項 第2號,「플로렌스」197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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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戰爭의 捕虜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韓國戰爭의 충돌 당사자들이 억류하는 포로들이 잘못 대우되고 있다는 
非難이 提起되었음과 또 그러한 非難에 대하여 關係 當局들이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赤十字國際委員會가 駐韓「유엔」軍 司令部에 의하여 억류된 포로에 대하 
여서는 그 傳統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北韓에 억류된 
포로에 대하여는 그러한 ICRC 任務수행이 制止되고 있음을 留意하여, 

韓國에서 敵對關係를 하고 있는 當事者 중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側은 
ICRC로 하여금 포로에 대한 그 傳統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許容할 
것올 促求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交戰雙方當事者들에게 同委員會에 의한 모든 포로 
수용시설에 대한 自由롭고 또 완벽한 檢閱에 同伴할 各側의 代表를 任命 
할 것과 또 雙方이 平等性에 입각하여 그러한 調査를 許容할 것을 建議하 
며,

赤十字國際委員會는 검 열 결과를 關係當事者들에게 즉시 通報할 것을 要 
望한다.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事項 제21호,「토론토」1952年）

韓國民間人에 대한 援助

第18次 赤十字國際會議는,

韓國에 있는 戰爭 희생자 數百萬名의 극심한 困境과 甚大한 欲求, 그리 
고 韓國에서의 敵對行爲勃發 前에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實證되었던 傳統 
的이고 自由로운 方法으로 分配되 도록 하기 위하여 救護品을 供與하려는 
各國赤十字社의 熱望을 認知하여,

408



第8章韓國動亂

各國赤十字社가 大韓赤十字社에 寄託한 모든 赤十字救護物資의 충분한 
流入을 調節하려는「유엔」軍當局의 조치로 難關이 있었음을 遺感으로 생 
각하며,

그러한 難關이 상당히 克服됨으로써 최근 수개월 간에는 韓國에 積送되 
는 赤十字物資가 增量된 것으로 理解하며,

그러 나 同物資의 韓國에 대한 積送과 그것의 韓國內 分配에 附隨되는 
軍事的 필요성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서 赤十字의 傳統的인 諸原則에 의거 
한 赤十字物資의 自由로운 流入을 阻害하는 여하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注視하며,

1946年 11月에「유엔」總會가 통과시킨 決議事項 第55號에 의거하여「유 
엔」이 承認한 赤十字社, 赤新月社 및 赤獅子太陽社의 特別한 지위에 대하 
여「유엔」事務總長의 注意를 喚起하며,

「유엔」事務總長에 대하여 前記의「유엔」總會 決議事項과 國際赤十字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赤十字 物資의 韓國流入이 容易하게 되고 또 前述한 
難關이 지체없이 解消될 수 있는 措置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신 
속히 赤十字社聯盟과 協議할 것과 그리고 또 赤十字國際委員會가 供與할 
수 있는 모든 物資와 관련하여 同委員會와도 同一한 目的으로 協議할 것 
을 要望하며,

赤十字社聯盟이, 北韓赤十字會에 대하여 그들 領域內에 있는 戰爭 희생 
자에게 대한 救護 提供을 다시 한번 提議할 것을 要望한다. (第18次 赤十 
字國際會議 決議事項 第28號,「토론토」1952年)

北韓에 대한 赤十字救護受諾 促求

理事會는,

과거 2 餘年에 걸쳐 거듭되 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北韓에 있는 民間住 
民이나 또는 포로들에게 赤十字의 구호가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유감으 
로 생 각하며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a) 北韓赤十字會에 대하여, 北韓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호가 미 
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새로운 특별 호 

소를 할 것.
b) ICRC에 대하여, 이같은 目的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權限內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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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本決議文의 寫本을 보낼 것.
（第2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토론토」1952年, 決議事項 第5號）

傷病捕虜

執行委員會는,

赤十字가 世界平和를 象徵함을 考慮하고 人道主義 奉仕를 통하여 國際 
的인 善意 및 理解를 위하여 일할 것이라는 誓約이 있음을 考慮하면서,

韓國에서 아직 도 繼續되 고 敵對行爲가 形言할 수 없는 破壞와 苦難과 悲 
痛함을 誘發하고 있음을 커다란 遺憾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敵對行爲의 中 
止를 齊來하게 될 方途가 發見될 때까지 關係諸國이 滿足하지 말 것을 再 
次 呼訴하며 交戰當事者들의 善意의 行動表示로서 于先「제네바」諸協約의 
該當條文에 따라 傷病捕虜를 送還함으로써 同協約을 履行하는 即刻的인 措 
置를 取할 것을 要望하며,

聯盟의 諸般奉仕事業이 特히 人類에 대한 奉仕事業分野에 있어서 온 世 
界에 의한 活用에 供與可能하다는 것을 再確認한다. （聯盟執行委員會「제 
네 바」1952.12.11-13, 決議事項 第 1 號）

韓國戰爭의 捕虜送還 및 休戰締結

執行委員會는,

平和를 守護하는 것과 諸國의 平和가 地上에 君臨하도록 協調 및 理解 
하는 것을 통하여 相互間異見의 平和的 解決에 到達할 수 있게 되기를 所 
望하는 것이 赤十字의 基本原則의 하나임을 確認하면서,

韓國休戰協商의 再開를 衷心으로 歡迎하고 同協商當事者들이 相互包容 
의 精神과 合意追求의 誠實性으로써「제 네 바」諸協約의 原則에 符合되 는 合 
理的인 基礎위에서 捕虜들의 釋放問題를 迅速히 解決함으로써 온世界赤十 
字會員들과 모든 平和愛護人民들의 所願하는 바 대로 韓國에서의 休戰과 
極東의 平和가 이룩되게 하기를 懇曲히 勸吿한다. （聯盟執行部員會 1953. 
5.19-22.決議事項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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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休戰協商 期間中의 敵對行爲 中止

執行委員會는,

韓國戰爭의 交戰當事者들이 傷病捕虜를 送還한 것을 滿足히 여기고 同 
交戰當事者들이 韓國戰爭이 不遠間에 끝날 것이라는 希望을 가질 수 있도 
록 休戰締結을 위한 協商을 再開한 것을 滿足히 여기면서,

民間人, 특히 婦女子, 兒童 및 老人을 戰爭의 恐怖로 부터 保護하는 일 
이 赤十字의 使命이므로 現行進行中인 休戰協商이 가장 尙瑞로운 與件속 
에서 開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交戰當事者들이 合意된 期間中에 모 
든 敵對行爲를 即刻 中止함으로써 韓國에서의 平和樹立에 ー步前進을 가 
져올 것을 呼訴하며,

各國赤十字社들이 本決議事項의 實行에 積極 協助할 것을 呼訴한다.
（聯盟執行委員會,「제 네 바」1953. 5.19〜22, 決議事項 第 2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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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章 人種的 偏見과 人種差別

理事會는,

世界의 人種的偏見 및 人種差別이 오늘날에도 아직 널리 行해지고 있음 
을 銘心하고,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은 人間의 尊嚴을 害치 고, 基オ 的ス棺을 冒瀆 
하며, 國家間의 友好平和關係를 가로막고, 全世界의 平和가 安全을 危險 
하게 하는 것을 考慮하여,

모든 形態의 人種差別의 除去에 관한「유엔」의 宣言과 協定을 考慮하고 
또 이 機會에 赤十字는 그 活動을 強化하여, 人種的偏見에 대한 全體的鬪 
爭에 貢獻하고 또 參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考慮하고,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은 赤十字의 諸原則에 違反되며, 人種에 關한 어 
떠한 差別도 除去하는 것이 이 原則들 안에서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 
음을 確信하는 바이며,

人種에 따른 差別을 禁止하는「제네바」諸協定約의 規定 및 人種的偏見 
과 人種差別을 非難하는 赤十字國際會議의 各種 決議事項을 想起하며,

모든 赤十字機構는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에 대한 鬪爭에 가능한 한 從 
事해야 할 것으로 밀으며,

1)모든 나라의 赤十字社는 그 活動이 언제나 人種에 관한 無差別의 原 
則에 따라야 할 것임을 銘心하도록 要求하고,

2) 모든 나라의 赤十字社가 積極的인 活動을 하고 또 그 會員과 公衆들 
의 支持를 얻으므로써 人種差別에 대한 鬪爭을 强化하도록 激勵하고,

3) 赤十字社聯盟事務局이 이 關係에서 明瞭한 模範을 보이고, 各國赤十 
字社의 活動을 가능한 한 널리 弘報하도록 要求하고,

4) (a) 聯盟理事會가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에 대한 鬪爭에 관해서의 赤 
十字活動硏究所를 創設하고, 이 分野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活動에 
관한 提案을 다음 번의 代表者會議, 또는 赤十字國際會議에 提出하 
도록 勸吿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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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分野에 參加하도록 勸吿한다. （第31次 赤 
十字社聯盟理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33號）

理事會는,

聯盟事務總長의 1972年 2月의 南「아프리카」. 赤十字社 訪問에 관한 報 
吿를 聽取했던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에 대한 鬪爭에 있어서의 赤十字 

活動의 硏究를 擔當한 事業部의 報吿를 諒知하며 ,
（1）南「아프리ヲト」赤十字社에 殘存한다고 傳해지는 人種的偏見을 調査하 

기 위해서,
（2） 만약 그것이 存在한다는 것을 알았올 경우에는, 南「아프리 ヲト」赤十 

字社에게 그러한 差別에 대한 是正에 대해서 신속히 行動을 취하도록 
要請하고, 또 그것이 必要하다고 알려질 경우에는 그 社를 援助하기 
위 하여,

赤十字內에서 選拔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小委員會에게 南「아프리 ヲト」 
領土로 가는 任務를 附與할 것을 決議하고,

同小委員會가 第33次理事會에 最終報吿書를 提出하도록 要請한다. （第 
3 2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 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33號）

代表者會議는,

赤十字가 모든 人間의 尊嚴과 平等을 尊重하는 諸原則에 依據해서 存在 
하고, 國籍, 人種, 宗敎, 社會的身分 및 政治的傾向에 관해서 아무런 差 

別을 하지 아니 하는 것 ,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은 基本的人權 人間의 尊嚴 
및 全人間간의 平等의 重大한 侵害를 만들어서, 諸國民간의 友好的, 平和 
關係를 沮害하고, 赤十字가 活動目的으로 하는 平和를 위태롭게 하는 것 
임올 考慮하고,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은 또 赤十字의 公平의 原則을 侵害하게 되는 것 
임도 考慮하여,

人種에 따른 差別을 모두 禁止시키 고 있는「제 네 바」諸協約의 條項 및 人 
種的偏見과 差別을 非難하는 赤十字國際會議의 諸決議事項 및 第31次 聯 
盟理事會（19기年,「멕시코시티」）에 의해서 採擇된 決議事項 第33號을 想 
起하고,

모든 形態의 人種差別을 撤廢하는데 관한「유엔」宣言 및 모든 形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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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種差別올 撤廢하는데 관한 1965年 12月 21日의 國際協定을 考慮에 넣고 
世界의 어떤 地域에서의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의 露出에 驚愕하며, 
赤十字가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撤廢를 위한 抗爭에 더욱 活發하게 參

加하여,
그럼으로써 世界를 통한 抵抗에 參加하고 또한 1973年 12月 10日에 시 

작되는「人種差別抗爭運動 10개年事業計劃」의 履行에 이바지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確信하며,

第31次 聯盟理事會가 採擇한 赤十字活動計劃案을 檢討한 되에,
이 活動計劃案을 採擇하고,
모든 赤十字社, 赤十字社聯盟 및 赤十字國際委員會에 대해서 이 活動計 

劃에 記述되어 있는 諸原則에 따라서, 그 實施에 全力을 기울이도록 권장 
한다. （代表者會議,「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譯註）

第22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의 諸原則과 諸宣言을 保護하고, 또 公衆이 보는 赤十字의「이메 
지」를 保全해야 하는 절대적인 必要性을 自覺하며,

赤十字國際會議에 의해서 宣言된 人道的諸原則을 活動을 통해서 說明하 
기를 希望하며, 赤十字가 世界平和에의 커 다란 貢獻要因이 된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各國赤十字社의 內部에도 생겨날 念慮가 있는 모든 수준의 形態에서 人 
種的偏見 및 人種差別를 非難하며,

赤十字社聯盟理事會와 議長에 대해서,
「人種的偏見과 人種差別의 撤廢에 있어서의 赤十字의 役割」을 硏究하는 

事業部署를 設置한데 대해서 祝意를 表하며,
赤十字國際委員會, 赤十字社 聯盟 및 各國赤十字社에 대해서 聯盟理事會 

및 代表者會議에 의해서 採擇된 活動計劃을 履行하도록 要請한다. （「테헤 
란」1973年, 決議事項 第10號）

（譯註） 決議事項이 직 하나 뿐이  문에 決議事項 番號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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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 章 赤十字 役割에 대한 再評價

理事會는,

赤十字役割의 再評價에 대한 硏究에 관한 理事長副理事長委員會의 報吿 
를 聽取하고,

이 報吿를 承認하며, 이 硏究를 遂行한다는 執行委員會의 決定을 確認 
하는 바이며,

理事長副理事長 委員會에 게 가능한 한 速히 이 硏究를 하고, 또 이 目 的 
을 위해서 이 硏究 및 그 指導者의 指名에 직접 責任을 지는 委員들로서 
이루어지는 小委員會를 任命하는 權限올 附與하고,

이 硏究가 國際赤十字全般에 擴大되도록,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미 시 
작한 硏究아 머지아니하여 併合되었으면 하는 希望을 表明하며,

選定된 慈善財團 및 기타 赤十字以外의 財源에 대한 資金準備 呼訴를 
認可한다. 이 呼訴의 結果를 기다리는 동안에 事務總長은 당초의 支出에 
必要한 金額을 先拂할 수 있는 權限이 附與된다. （第31次 赤十字社聯盟理 
事會,「멕시코시티」19기年, 決議事項 第2號）

執行委員會는,

第31次理事會（「멕시코시티」19れ年）의 決議事項 第2號를 想起하고,
赤十字役割에 대한 再評價의 硏究實施에 임한 小委員會의 中間報吿를 

接受하고, 小委員會의「카이 • 와라스」委員長 및 그 同僚委員이 實施한 作 
業에 感謝하는 바이며,

赤十字國際委員會가 이 硏究에 관해서 聯盟에 合流하기를 決定한 데 대 
하여 흐믓한 마음으로 歡迎하며,

兩機構간의 諒解事項에 관한 覺書를 承認하며,
現在있는 聯盟小委員會대신에, 그 任務, 특히 硏究理事를 指名하는 義 

務를 擔當하는 ICRC 와 赤十字社聯盟의 合同委員會를 創設할 것을 承認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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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長 副理事長委員會에 대해서, 上記合同委員會에서의 聯盟代表를 指
名하는 權限을 附與한다. （第89次 赤十字社聯盟執行委員會,「제네바」19
72年,決議事項第13號） 0

〈參考〉: 赤十字役割의 再評價에 관한 ICRC와 聯盟의 諒解覺書

赤十字社聯盟理事會는, 그 第31次理事會（「멕시코시티」1971年 10月）에
서, 赤十字役割의 再評價에 관한 硏究는 適當한 時期에 國際赤十字全體에
擴大코저 하는 希望을 表明한 決議事項을 採擇했다.

그 후, 赤十字國際委員會는 이 硏究에 參加할 것을 決定했다. 同國際委
員會와 同聯盟代表者간의 相談결과 硏究의 實施에 관해서 다음의 諒解에 

도달했다.
1. 合同委員會를 設立하여, 國際委員會는 代表 3 名, 聯盟은 自身 및 各

社를 代表해 서 4 名을 委員으로 指名한다.
委員會（理事長） 및 事務總長 또는 그들의 代理는, 合同委員會의 會 

合에 參加할 수가 있다.
2. 聯盟은 그 代表중의 1 名을 合同委員會 委員長으로, 國際委員會는 

그 代表中의 1 名을 副委員長으로 指名한다.
委員長不在時에는 副委員長이 本合同委員會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合同委員會는 硏究의 實施 및 그 資金確保의 責任을 진다. 合同委員 
.會는 硏究를 위한 調査計劃 및 豫算을 承認한다. 合同委員會는 理事 
를 指名하고, 理事의 業務를 決定한다.

4. 硏究理事는 그 任務實施에 관한 모든 問題에 대 해서 , 委員長 및 （또
는） 副委員長에게 報吿한다.

合同委員會의 會議와 會議의 中間에 서 는 委員長 및 （또는） 副委員長 
은 서로 協議해서 이 諒解事項 및 理事의 業務指針에 따라서 理事에 
게 必要한 指示를 할 수가 있다.

5. 必要한 資金을 確保하기 위해서 合同委員會는 人道的財團 및 各國赤 ・

十字社를 選定하여 이와 절충하는 權限을 갖는다. 合同委員會가 기타 
의 財源과 절충할 必要를 認定했을 경우에는, 國際委員會 및 聯盟의 
權限있는 機關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안된다.

6. 硏究事務局은「제네바」에 둔다. 단, 國際委員會나 聯盟事務局과는

416



第 10章 赤十字에 대한 再評價

별도의 場所로 한다.
7. 合同委員會가 그 任務를 完了했을 때에는 硏究理事의 報吿를 國際委 

員會 및 聯盟의 각각 權限있는 機關에 同時에 提出할 것. 合同委員會 
는 自身의 結論 및 勸吿를 提出할 수가 있다.

8 이 覺書에 記載된 諒解事項은 國際委員會 및 聯盟의 각 權限있는 機 
構의 同意를 얻었을 때에 効力을 發生한다. 이와 同時에 理事會의 前 
記決議事項에 따라서, 理事長 副理事長委員會에 의해서 指名된 小委員 
會의 業務는 끝나는 것으로 한다.

理事會는,

第31次理事會의 決議事項 第 2 號를 想起하며 또 第89次 執行委員會의 決 
議事項 第13號를 確認하며,

國際委員會, 聯盟合同委員會가 創設된데에 注目하며,
國際委員會와 聯盟간의 諒解覺書의 第 1 項을, 同合同委員會의 委員으로 

서 國際委員會가 指名하는 사람 3 名,「앙리 • 듀냥」硏究院이 指名하는 사 
람 1 名, 聯盟이 指名하는 4 名으로 한다고 改訂한 것을 承認한다. (第32 
次 赤十字社聯盟理事會,「테헤란」1973年, 決議事項 第16號)

第23次 赤十字國際會議는,

赤十字役割 再評價報吿書를 成功的으로 完成시킨 硏究 責任者「도날드 
더 • 탄슬리」씨에게 깊은 感謝를 表하면서,

赤十字國際委員會와 赤十字社聯盟 그리고 各國赤十字社들이 同 硏究에 
對한 意見과 提案을 내준데 대하여 滿足하게 여기면서

同 硏究가 再評價 過程에서 크게 寄與했으며 赤十字의 利益을 위하여 앞 
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면서,

ICRC와 聯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同 硏究中 追加的인 檢討를 要하는 部分들을 定하기 위 한 節次를 個 

別的 또는 共同으로 制定하여 關係赤十字會議에 回付할 것,
(b) 이에 關한 措置 및 進展事項에 관하여 權限있는 機構에 報吿할 것.

모든 赤十字社는 이 報吿書가 주동이 된 再評價 過程을 繼續하며 이 過 
程에서 赤十字社에 利益을 주게 하는 提案을 實踐하도록 권유한다. (제23차 
赤十字國際會議,「부카레 스트」!977.10. 決議事項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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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 記

. 1. 本書는《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19기年, 第11版） 의 英 
文版을 正本으로 하여 日語版（1975年 7月 31日 刊行）올 對照하고 또한 
그 以後의 諸般 資料를 收集하여 飜譯 編輯한 것으로서 國際赤十字法規 
및 決議事項 收錄에 있어서는 最新版이라고 할 수 있다.

2. 前記의 英文版 原本과 日語版中에는 적지 아니 하는 差異類을 發見 
할 수 있었으므로 이것에 대한 處理는 兩者中에 가장 妥當性 있는 然을 
集約 또는 選擇해서 收錄하였으며 그 以後의 것은 本社備置 資料와 赤十 
字國際機構에 問議照會하여 補完하였다. 그럼으로써 不得己하게 原書 또 
는 日語版에는 없는 章 ♦ 節 • 項을 時代에 適應시키기 위하여 追加 設定, 
收錄하게 되었는데 例를 들면 第5章 第2節 第4項의 『國際救護 促進 
方案』이 그러하고 第 3 章 第 5 節의『人質 ・ 拷問』과 第 6 章 第 6 節 第 4項 
의『赤十字敎範ん 그리 고 特히 우리 나라의 現實을 堪案해 서 第 7 章의『離 
散家族의 再會』와 第 8 章의『韓國動亂』을 新設하여 收錄한 黙이 다.

3, 第1部（規約 및 規程）의 赤十字國際委員會定款, 赤十字社聯盟憲章 
및 同節次規則이 全面的으로 改正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飜譯된 
것이 없었으므로 새로 飜譯을 해서 收錄하였으며 語句에 關해서는 從前의 

飜譯語句와의 統一을 期하도록 努力하였다.
4. 原本은 單行完製本으로 發行되었으나 將次 法規 및 決議事項等 同一 

한 範疇의 內容에 있어서 改正 또는 廢止로 因한 添削이 不少하게 發生할 
것을 豫想하여 加除式으로 製本했다.

5, 本便覽에 收錄된 諸規程의 名稱을 옮기 는데 있어 Statutes는「規約」또 
는「定款」으로, Constitution은「憲章」으로, Rules는「規則」으로, Regulations 

는「規程」으로, Agreement는「協定」으로, Deed는「證書」로 各各 表明하 

였다.
6. 飜譯編輯에 있어서 誤譯과 漏落을 避하고 譯語의 統一性을 期하려고 

最大限 努力하였으나 人間的 能力의 有限性으로 因한 未洽한 雜이 있을 
것으로 思料되므로 江湖 諸賢의 友情있는 叱正으로 보다 完全한《國際赤 
十字便覽》이 되기를 祈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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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本書가 드디어 出 刊을 보게 되기까지 不確實한 資料, 極少한 人カ, 
不充分한 豫算等으로 因하여 많은 難關에 逢着했었으나, 徐英勳 本社 事 
務總長님 （當院院長兼任）의 恪別하신 激勵와 崔殷範 別院長님 （人道法硏究所 4
長兼任）의 監修로 드디 어 成事되 었음을 添言하며 特히 1980年 3月 31日
字로 閉院되 는 赤十字硏修院의 終章을 꾸민다는 點에 人間的인 感懷를 不 
禁한다. 끝으로 本書를 製作 納品함에 있어 犧牲的 奉仕를 다한 信興印刷 
株式會社의 關係者 諸位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하고 싶다.

1980年 3月15日
編修部長朴正錫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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