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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863년 제네바 국제회의 결의사항 및 권고사항1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1863

본 국제회의는 군의 의무활동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채택한다.
제1조
각국은 전시 또는 필요 시 총력을 다해 군의 의료활동을 지원할 위원회를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한다.
제2조
중앙본부에 해당하는 이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여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각 위원회는 그 나라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 시 의료활동을 제
공한다.
제4조
각 위원회와 분과는 전시에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시에 대비하며, 특
히 모든 구호물자를 갖추고, 자원봉사 의료진을 훈련하고 교육한다.
제5조
전시에 교전국 위원회는 가능한 한 자국 군대에 구호 활동을 최대한 제공한다.
특히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전시 편제에 배치하고, 군 당국과의 협의 하에 부상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교전국 위원회는 중립국 위원회
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1
 863년 국제회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원이기는 하나, ‘국제적십자회의’는 아니다. (최초의 국제적십자
회의는 이로부터 4년 후인 파리에서 개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국의 대표와 4개 단체 대표들에 의
해 채택된 본 결의사항은 그 후에 설립되기 시작한 각국 적십자사의 법적근거와 정책지침의 기준이 되었
기 때문에 본 편람에 포함하였다. 이 결의사항은 이후 개최된 국제적십자회의들에서 더욱 발전되어 1928
년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이 채택될 때까지 ‘조직상의 헌장’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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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 당국의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서 위원회는 자원봉사 의료진을 군사령관의 지
휘하에 있는 전장에 파견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군에 속한 자원봉사 의료진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제공
한다.
제8조
모든 국가에서 자원봉사 의료진은 공통된 식별표장으로 흰바탕에 적십자가 그
려진 완장을 착용한다.
제9조
각국 위원회와 분과는 총회에서 각국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구호활동을 위
한 수단을 협의한다.
제10조
각국 위원회의 교신은 당분간 제네바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연락을 취한다.

위 결의와 별도로 동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각국 정부는 향후 조직될 구호위원회를 적극 후원하며,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야 한다.
2.	전시 교전국들은 구급차와 군병원이 중립임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의무요
원, 자원봉사 의무요원, 부상자 구호를 위해 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부
상자 모두가 완전한 중립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3.	모든 군의 의무대 혹은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의무요원에게는 공통된 식별
표장이, 구급차, 병원에는 공통된 식별깃발이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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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전문
국제적십자회의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함께 어디서든
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며, 특히 무력충돌 상황과 그 밖의 긴급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존중을 보장하며, 질병 예방과 건강 그리고 사
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며, 항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십자운동 구성
기관들의 지속적인 준비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며,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모
든 사람들을 향한 범세계적인 결속을 임무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도주의 운동을 형성
함을 선언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재확
인한다.

인도(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
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
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
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공평(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
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중립(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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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
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
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독립(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단일(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
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보편(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표어(motto)인 ‘전쟁 중에도 자비를(Inter arma caritas)’과 ‘인도
주의를 통한 평화 달성(Per humanitatem ad pacem)’ 두 가지 모두 국제적십자운동
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활동과 적십자 이념 보급을 통해 단순
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모든 나라와 사람들 간의 역동적인 협력, 사람들의 욕구
에 부응하기 위한 자유와 독립, 자주권, 평등, 인권, 그리고 공평하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협력인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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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1. 국
 제적십자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승인 받은 적
십자사 또는 적신월사(이하 “각국 적십자사”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라 한다) 및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2.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며, 항상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하며, 공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자의 임무에 상호
협력한다.
3.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1929년 7월 27일자 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체약국들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회동한다.

제2조 제네바협약 체약국
1. 제
 네바협약 체약국은 제네바협약1)과 본 규약 및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
라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과 협력한다
2. 체
 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 적십자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발전을 도모한다.
3. 국
 가, 특히 자국 영토 내 적십자사 설립을 승인한 국가는 가능한 한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동 구성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규
정에 따라 가능한 한 체약국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한다.
4. 체
 약국은 항상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들이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존
중한다.
5.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이 국제인도법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면서 본 규약을 이
행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동 규정에서 “제네바협약”이라는 표현은 추가의정서 체약국을 위해 추가의정서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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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제3조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1.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의 기본 단위이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각국 적
십자사는 자체 정관과 국내법 그리고 적십자운동의 임무와 기본원칙에 따라 인
도주의 활동을 수행한다. 적십자사는 자국민의 욕구에 따라 공공당국의 인도
주의 업무를 지원한다.
2. 각국 적십자사는 자국 내에서 자체 봉사원과 직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전국 조직이다. 적십자사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
육, 보건 및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공공당국과 협조한다.
각
 국 적십자사는 공공당국과 연계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력충돌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과 그 밖의 활동을 조직하며,
자연재난과 그 밖의 긴급상황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각
 국 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을 보급하는데 있어 선도적으로 힘쓰며, 정부의 보
급 노력을 지원한다.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이념을 보급하며 자
국 정부의 보급 노력을 지원한다. 적십자사는 또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제
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가 인정한 식별 표장을 보호하는데 있어 자국 정부에
협조한다.
3. 국제적으로 각국 적십자사는 그 자원의 한도 내에서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
는 대로 무력충돌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자연재난과 그 밖의 긴급상황 희생자
들을 지원한다. 활동, 인력, 물자, 재정 및 정신적 지원 등의 원조는 해당 적십
자사나 ICRC 또는 IFRC를 통해서 제공된다.
각
 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 전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원이 필요
한 다른 적십자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국제 지원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적십자사는 상황에 따라 ICRC 또는
IFRC의 동의를 전제로 국내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각국 적십자사는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책임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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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고 훈련, 배치한다.
각
 국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해당 적십자사의 활동에 참여하
도록 독려한다.
5. 각
 국 적십자사는 IFRC 헌장에 따라 IFRC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각국 적십자
사는 가능하면 언제나 ICRC의 인도주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 적십자사 승인조건
제5조 2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십자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육
 전(陸戰)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이 시행되고 있는 독립된 국가의 영토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2. 그
 나라의 유일한 적십자사여야 하며, 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과 관련
을 갖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대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중앙기구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3. 인
 도주의 분야에 있어서 공공당국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로서 제네바
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합법적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명칭과 식별 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무
 력충돌 시 법정 임무 수행을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체 정
관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7. 자국 영토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8. 봉
 사원과 직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인종, 성별, 계급,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9. 적십자운동 규약을 준수하고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과 우의를 나누며 협력한다.
10.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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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적십자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 ICRC는 1863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회의의 정
식 승인을 받은 그 자체의 지위를 보유한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이다. ICRC는
스위스 국민 중에서 ICRC 위원들을 호선(互選)한다.
2. ICRC는 ICRC 정관에 따라 특히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즉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
의 원칙을 유지하고 보급한다.
b) 제4조에 규정된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신생 또는 재조직된 적십자사를 승인
하고, 다른 적십자사들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c) 제네바협약이 부과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의 충실한 적용을 위하여 활동하며,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 제기에 대해서
인지한다.
d) 특히 국제적 무력충돌 및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국내 소요 시 인도주의 업
무를 수행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이러한 충돌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군과 민간인 희생자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e) 제
 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심인국(中央尋人局, Central
Tracing Agency)의 활동을 보장한다.
f) 무
 력충돌에 대비하여 각국 적십자사, 군 및 민간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당
국과 협력하여 의무요원의 훈련과 의료장비 준비에 기여한다.
g)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보급하며 그 발전
을 위하여 활동한다.
h) 국제적십자회의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ICRC는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며 중재자로서, 그 역할에 속하는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4. a)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CRC는 각국 적십
자사와 합의 하에 무력충돌 시의 활동 준비, 제네바협약의 존중, 발전, 비준
과 기본원칙 및 국제인도법 보급 등의 공동 관심사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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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ICRC는 제5조 제2항 d)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다른 나라 적십자사들의 지
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 적십자사 또는 관련 국가 적십자사와 협력
하여 IFRC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지원을 조정한다.
5. 이
 규약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ICRC는
공동관심사에 있어서 IFRC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협력한다.
6. ICRC는 원조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정부 당국이나 그 밖의 국내 또
는 국제 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제6조 국제적십자사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1. IFRC는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IFRC는 법인격(法
人格)을 지닌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체 헌장에 따라 행
동한다.
2. IFRC는 정부적, 정치적, 인종적 및 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은 독립된 인도주의
기구이다.
3. IFRC의 일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세계평화 유지와 증진
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형태의 인도주의 활동을
항상 고무시키고 독려하며, 용이하게 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4. 제
 3항에 규정된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국제적십
자회의 결의사항, 이 규약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제3조, 제5조, 제7조의 규정
을 전제로 IFRC는 자체 헌장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 각
 국 적십자사간의 연락, 조정 및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로 활동하고, 각국
적십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한다.
b) 각
 국 내에 독립적이고 정식 승인된 적십자사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하고 촉
진한다.
c) 모
 든 재난 희생자에게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구호를 제공한다.
d) 각국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대비활동과 구호활동 조직 및 실제 구호활동을
지원한다.
e) 국
 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원칙과 규정에 따라 국제구호활동을 조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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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지도한다.
f) 각국 적십자사가 관련 당국과 협조하여 공중보건 보호 활동과 사회복지 증
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정한다.
g)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도주의 교육과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 간의 우호
적인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십자사 간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조정
한다.
h) 각국 적십자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적십자운동 기본원
칙과 이념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한다.
i) ICRC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무력충돌 희생자를 지원한다.
j)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ICRC를 지원하고, 각국 적십
자사 간 국제인도법과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ICRC와
협력한다.
k) IFRC는 국제 분야, 특히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가 채택한 결정사항과 권고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국 적십자사들의 공식 대표가 되며, 각국 적십
자사 본연의 모습(integrity)을 수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l) 국제적십자회의가 IFRC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5. IFRC는 각국 내에서 적십자사를 통하여 또는 적십자사와 합의 하에 해당 국가
의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 협 력
1.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각자의 규정과 이 규약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
조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특히 ICRC와 IFRC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
하여 두 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자주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3. ICRC와 IFRC는 이 규약과 각자의 규정 체계에서 상호 활동 수행이 조화를 이
루는데 필요할 경우 협정을 체결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협정이 없
을 경우 제5조 제4항 b)와 제6조 제4항 i)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ICRC와 I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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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자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규약의 그 밖의 규
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각자의 규정 범위 내에서
공통의 임무와 기본원칙의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적
 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자체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도주의 분
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필요한 경우 항상 협력한다. 단, 그러한 단체들
이 적십자운동과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구성기관들의 기본원칙 준수를 존중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법정기관 (Statutory Bodies)
국제적십자회의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제8조 정 의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적십자
운동 구성기관의 대표들은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들과 회합한다. 체약국은 제네
바협약에 따른 책임을 실행하고,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적십자운동의 전반적인 활
동을 지원한다. 국제적십자회의 참가 대표들은 인도주의 공동 관심사와 그 밖의
관련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고 결정한다.

제9조 구 성
1. 국
 제적십자회의 구성원은 각국 적십자사, ICRC, IFRC 및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2. 각 대표단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각 대표는 하나의 대표단에만 소속된다.
4. 각
 대표단은 다른 대표단 또는 다른 대표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代理)되어

22 규약 및 규정편

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 능
1.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단일과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운동의 임무
수행에 기여한다.
2. 국제적십자회의는 국제인도법과 적십자운동의 특별한 관심사인 그 밖의 국제
협약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3. 국제적십자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a)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및 국제적십자운동 절차규정(이하 ‘절차규정’이라
함)을 개정하는 일
b)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이 규약 및 절차규정의 해석과 적용
에 관한 이견(異見)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일
c) 상치위원회, ICRC 또는 IFRC가 국제적십자회의에 제출한 제18조 제2항 b)
에 언급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
4. 국제적십자회의는 제17조 제1항 a)에 언급된 상치위원회 위원을 개인의 자질
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개인 자격으로 선출한다.
5. 동 규약과 절차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제적십자회의는 결의사항 형식으로 자체
의 결정사항, 권고사항 또는 선언을 채택한다.
6. 국제적십자회의는 ICRC 정관, IFRC 헌장 및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양 기관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7. 국제적십자회의는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절차 및 메달 수여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8. 국제적십자회의는 회의기간 중 절차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절 차
1. 국제적십자회의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매 4년마다 개최된다. 국제적십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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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제18조 제1항 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적십자회의나 상
치위원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임무에 따라 회의개최를 희망하는 적십
자사의 중앙기구, ICRC 또는 IFRC가 소집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회의
에서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가 차기 회의의 주최를 희망할 경우 긍정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예
 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장소와 일자
를 변경할 수 있다. 상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ICRC, IFRC
또는 각국 적십자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시에도 변경할 수 있다.
3. 국
 제적십자회의는 회의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기타 위원들을
선출한다.
4. 국
 제적십자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되는 모
든 문서들은 이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회의의 논의가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장과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선출된 모든 담당관들은
항상 어떠한 발언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
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회의 사무국은 절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문서의 배포를 허가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국
 제적십자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구성원 외에 국제적십자회의가 달리 정
하지 않는 한 제18조 제1항 d)에 언급된 옵서버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6. 국
 제적십자회의는 ICRC 정관과 IFRC 헌장을 개정할 수 없으며 이들 정관과 헌
장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ICRC와 IFRC는 이 규약 또는 국제적십자
회의 결의사항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7. 국
 제적십자회의는 절차규정에 규정된 대로 의견일치(consensus)에 의하여 결
의사항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의견일치(consensus)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차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이 규약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절차규정은 국제적십자회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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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
The Council of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제12조 정 의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는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
성기관들이 모여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3조 구 성
1.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각국 적십자사, ICRC 및 IFRC의 대표단으로 구성1.
된다.
2. 각 대표단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기 능
1.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 상치위원회, 각국 적십
자사, ICRC 또는 IFRC가 회부한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의
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한다.
2. 국제적십자회의 전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a)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직위를 일임할 인사들을 국제적십자회의에 추천
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의 임시의제를 채택한다.
3.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결의사항 형식으로 결정, 권고사항 및 선
언을 채택한다.
4. 일반규정 제10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앙리뒤낭 메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국제적십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6. 대표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어떠한 구성기관에게도 검토를 위하여 사안을 회
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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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
 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요에 따
른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그 임무와 기간, 구성을 정할 수 있다.
8. 대
 표자회의는 이 규약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나 국
제적십자회의의 결의사항에 배치되는 결정, 이미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정되
었거나 차기 회의를 위하여 유보한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절 차
1. 대
 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전에 열리며, 각국 적십자사의 3분의 1,
ICRC, IFRC 또는 상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개최된다. 원칙적으로 대
표자회의는 연맹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개최되며, 자체의 발의로도 개최될 수 있
다.
2. 대
 표자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대표자회의와 연맹 총회, 국제적십자
회의가 모두 열릴 때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그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3. 대
 표자회의의 모든 참가자들은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문서도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장과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선출된 모든 담당관들은
어떠한 발언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지닌 논쟁에 개입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대
 표자회의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8조 제4항 C에 명시된 대로 대표자회의
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구성원 외에 가까운 장래에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이는 승
인 단계에 있는 적십자사를 옵서버로 참가시킬 수 있다.
5. 대
 표자회의는 절차규정에 규정된 대로 의견일치(consensus)에 의하여 결의사
항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차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대
 표자회의는 절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가 달
리 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
로 절차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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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상치위원회
The Standing Commiss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제16조 정 의
적십자 상치위원회(이하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폐회 후 차기 국제적십
자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제18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십자회의의 수
탁기관이다.

제17조 구 성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선출된 각기 다른
적십자사 대표 5명으로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폐회 시 또는 차기 상치위원회
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b) IC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
c) IF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
2. 위의 제1항 b) 또는 c)에 언급된 위원이 상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회의에 본인 대신 참가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상
치위원회 위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위의 제1항 a)에 언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최근의 위원 선거의 낙선자 중 최
고 득표자를 임명한다. 단, 현 위원 소속 적십자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리기 최소 1년 전에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개
최기관 대표를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18조 기 능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국제적십자회의를 준비한다.
a) 전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장소와 일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11조 제
2항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소를 선정하고 일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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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적십자회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c)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국제적십자회의 임시의제를 준비한다.
d) 제11조 제5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정한다.
e) 국제적십자회의를 널리 알리고 최대한의 참가를 확보한다.
2. 상
 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최종 결
정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a) 이 규약과 절차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
b) ICRC와 IFRC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에 관하여 ICRC나 IFRC가
제기하는 문제
3.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십자운동의 사업에 있어서 조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촉진한다.
c)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4.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대표자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a) 대표자회의 장소 선정 및 일자 확정
b) 대표자회의 임시의제 준비
c) 제15조 제4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작성
5. 상
 치위원회는 앙리뒤낭 메달 수여를 관리한다.
6. 상치위원회는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표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7. 상
 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일치(consensus)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지명 추천할 수 있다.
8. 상
 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십자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
제로 이 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각자의 독립성과 발의권
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상황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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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절 차
1. 상
 치위원회는 최소한 연 2회의 통상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2. 상
 치위원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다. 위원장이 선택하고 위원 과반수가 승인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상
 치위원회 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와 동일 장소, 동일 시기에 열린다.
4. 이
 규약이나 절차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표결로 행한다.
5. 상치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6. 이 규약과 절차규정 범위 내에서 상치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최종규정
제20조 개 정
이 규약과 절차규정 개정안은 국제적십자회의 의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그 문본
은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채택되려면
ICRC와 IFRC의 의견이 국제적십자회의에 제출된 후 국제적십자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21조 효력발생
1. 이
 규약은 1952년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규약을 대체한다. 종전
의 규정 중 이 규약과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2. 이 개정된 규약은 2006년 6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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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국제적십자운동 절차규정

제1장 총칙
규정 1 일반 목적

본 절차규정의 일반 목적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 의결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규정 2 그 밖의 규정

1.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기관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규정된 대로
그 밖의 절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의결기관

2.국
 제적십자회의의 전체위원회(Plenary Commissions) 이외에 의결
기관이 설치한 보조기관은 의견일치(consensus)를 통해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와 국제적십자회의의
전체위원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보조기관

규정 3 상충되는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어떤 규정에도 우선하며, 본 규정은 의결기
관 또는 의결기관이 설치한 그 밖의 보조기관이 제정한 규정이나 규
칙에 우선한다.

제2장 국제적십자회의
규정 4 장소 및 일자

1.	국제적십자회의 장소와 일자는 전차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지 않
았을 경우, 상치위원회가 정한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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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2.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장소에 대한 결정은 국제적십자회의 또는 상
치위원회가 규정 9에 정해진 대로 차기 국제적십자회의가 개최될
정부로부터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를 허락한다는 서면 보증을 받은
후에 내려져야 한다.

일자의 변경

3. 회의

일자의 변경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개
최기관이 적어도 변경된 회의 시작 90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상치위원회가 가능한 조속히 개최기관에 통지한다.

규정 5 소집

국제적십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는 적어
도 회의시작 6개월 전에 회의 구성원과 옵서버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장소, 개회 일자 및 회
의 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규정 6 임시의제
발송

1.	소집통지서에는 상치위원회가 작성한 프로그램과 임시의제를 첨부
한다. 임시의제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2. 임
 시의제에 대한 의견, 수정 또는 추가는 상치위원회가 더 늦게 정
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회의 시작 60일 전에 상치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한다.

규정 7 공식문서 제출 및 송부

회의 공식문서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회의 구성원이 제출하는 문서는
분류를 위하여 적어도 회의 시작 90일 전에 상치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문서는 상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ICRC와 IFRC가 최소한 회의
시작 45일 전에 회의 구성원과 옵서버에게 발송한다.

규정 8 적십자사 활동보고서 제출 및 배포

전차 국제적십자회의 이후 국제적십자회의에 제출되는 각국 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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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는 개최기관에 직접 보내되, 회의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 배
포하기 위하여 최소한 회의 시작 30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규정 9 참가자

1.	회의 참가자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9조에 규정된 구성원 대표와
제11조 제5항의 옵서버이다.

정의

2.	수석대표 1인을 포함한 대표단 명단은 대표자회의 첫 번째 회의 전
에 개최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회의 기간 중 대표단 구성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는 의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개
최기관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대표는 공식적인 직책에 추천될 수
없다.

대표

3. 회의 옵서버는 초청된 인사 또는 초청된 단체의 대표가 된다. 초청
된 단체는 회의 시작 전까지 개최측에 대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옵서버는 의장의 초청과 회의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만 발언할 수 있다. 옵서버는 회의 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옵서버

규정 10 초청인사

주최기관은 개회식과 폐회식에 관련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상
치위원회나 회의 사무국이 정할 경우 기타 행사에도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다.

규정 11 정보매체

회의 사무국은 회의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정보 관련 사항에 책임이 있
으며, 회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보매체에 회의진행 사항이 적
절히 보도될 수 있도록 주선한다.

규정 12 언어

1.	국제적십자회의의 공용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이다. 공용 언어는 토의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공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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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용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는 의장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실무언어

2.	국제적십자회의의 실무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이다. 실무 언
어는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의제와 관련된 문서는 실무 언어로만
준비된다. 실무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는 실무
언어 중 한 가지 언어로 통역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최국 언어

3. 상
 치위원회는 개최기관과 협의하여 특정 국제적십자회의에 개최국
언어도 동시통역을 허용할 수 있다.

규정 13 알파벳 순서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의 알파벳 순서는 각국의 불어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제일 먼저 투표할 적십자사나 정부의 이름은 추첨으로
정한다.

규정 14 정족수

국제적십자회의의 심의가 유효하려면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과 동 규약 제2조에 규정된 체약국을
합한 총 구성원의 3분의 1의 정족수를 요한다.

규정 15 의장
개회식

1. 국제적십자회의 개회식은 개최기관의 대표가 주재한다.

제1차 전체회의

2.	제1차 전체회의는 회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선거

3.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표자회의의 제청에 따라 의장, 부의장, 사무
총장 및 2명의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의장의 권한

4.	이 규정의 다른 곳에서 의장에게 부여한 권한 이외에 제1항, 제2항
과 관련하여 의장은 매 전체회의의 개회와 폐회를 선언하고, 본 규
정의 준수를 확실히 하며, 모든 토의를 진행하고 문제를 표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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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나 회의의 일부를 부
의장 중 1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의장직을 대신하도록 위임받은 부의장은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부의장의 권한

규정 16 사무국 및 위원회

1.	국제적십자회의 업무를 맡을 사무국을 구성해야 한다. 사무국은 회
의 의장이 이끌며, 그 위원에는 상치위원회 위원장, ICRC와 IFRC
수석대표, 전체위원회의 위원장 및 회의 사무총장이 포함된다.

사무국

2.	전체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개방되는 보
조기관이다. 국제적십자회의는 상치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회의 기
간 동안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회의는 설립된 위원
회의 의제를 채택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 의장, 부의장 및 보고관을
대표자회의의 제청에 따라 선출한다.

전체위원회

3. 국제적십자회의는 회기 중 어느 때든지 의제를 포함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기관

규정 17 제안 통지

1.	사무국은 최소한 국가를 달리하는 5개 대표단이 서명한 의제를 회
의 1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사무국은
가능한 한 상치위원회가 제안하고 대표자회의가 승인한 주제의 순
서에 따라 각 회의의 의제를 정한다.

의제 추가

2.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제외
한 제안과 수정안은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의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의 전에 대표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다른 문서들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제안과 수정안

3.	의장은 토론종결 동의를 포함한 모든 제안 동의 또는 수정안이 토
의나 투표를 거치기 전에 다른 대표단에 의해 재청되어야 함을 결
정할 수 있다.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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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8 토의
토의절차

1.	어떠한 대표도 의장의 허락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발언은 발언의
사를 의장에게 표시한 순서대로 허용된다. 발언 우선권은 관련 위
원회의 의장과 보고관 또는 토의 중인 보고, 제안 또는 수정안에 대
하여 책임이 있는 대표에게 주어진다.

발언시간

2.	국제적십자회의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이나 의장 재량으로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의사진행 상의
문제

3.	토의 중 의사진행 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가 있을 경우 토의는
중지되고 절차규정에 따라 의장이 즉시 의사진행 문제를 결정하거
나 또는 의장의 재량으로 회의에서 결정한다.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한 대표는 토의 중인 문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동의의
우선 순위

4. 다음의 동의는 다른 동의나 제안에 우선한다.
a) 정회
b) 휴회
c) 토의 중인 문제에 대한 심의 연기
d) 토의 중인 문제에 대한 심의 종료
이러한 동의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대표단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동의

5.	의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에 언급된 동의와 의사진행
문제에 대한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은 각각 1명의 대표만이 할 수
있다.

토의의 종결

6.	각 의제에 관한 토의는 더 이상 발언자가 없거나 회의에서 토의 종
결 동의를 채택했을 경우 종결한다. 토의 중 의장은 발언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으며 회의의 동의를 얻어 명단이 마감되었음을 공표할
수 있다. 의장은 앞서 피력한 견해와 관련되는 대표에게 답변권을
줄 수 있다.

의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7.	의장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이의제기는
즉시 투표에 부치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표결로
번복되면 의장의 결정은 중단된다.

Ⅲ. 국제적십자운동 절차규정 37

규정 19 결의사항 채택

1.	의견일치(consensus)란 반대를 표시하거나 논의 중인 결의안의 채
택에 장애가 되는 견해를 제출하는 대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의견
일치로 결의사항이 채택된 후 모든 대표단은 그 사안이 투표에 부
쳐졌을 때 채택했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의견일치

2.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의 다
수결로 결의사항을 채택한다.

투표

규정 20 투표절차

1.	제안 또는 동의에 대한 수정안은 제안 또는 동의에 앞서 표결에 부
친다. 다수의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 의장은 원래 제안과 가장 상이
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투표순서

2.	각 대표단의 투표는 수석대표 또는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행사한다. 의장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대표단에 부여된 투표권 이
외의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투표권

3.	과반수란 어떤 제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모든 투표 수의 절반에 1
표를 더한 수치이다. 출석하여 투표하였으나 기권표를 던진 구성원
의 숫자는 기록은 되지만 과반수 결정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부 동수일 경우 제안은 부결된다. 의장은 투표결과를 공포하고 의
사록에 포함한다.

과반수

4.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투표는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수

5.	10개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명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순서는 각국 적십자사, 각국 정부, ICRC 및 IFRC 대표 순으로
한다. 적십자사와 정부 대표단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호명

6.	10개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비밀투표용지를 취합한 후 개표를 진행할 3명의 개표원을
회의에 참가한 구성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비밀투표 결과는
호명에 의한 투표결과에 우선한다.

비밀투표

7. 의장이 투표개시를 공포하고 난 후에는 실제 투표절차와 관련된 의

투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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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표도 투표를 중지시킬 수 없다.

규정 21 상치위원회 위원 선거
추천

1.	상치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는 선거가 실시될 회의 시작 48시간
전에 각 후보에 대한 봉인된 이력서가 사무국 의장에게 배달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적어도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각 후보의 이력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개인자격과 공정한 지역안
배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표 절차의
시작

2.	상치위원회 선거절차는 투표가 실시될 회의의 개회 직후에 시작하
여야 한다.

투표

3.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0조 제4항에 언급된 상치위원회 위원들은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아래 제4항의
규칙에서 요구하는 절대다수(absolute majority)를 정하기 위하여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구성원들을 호명(呼名)한다.

선출된 후보

4.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를 득표한 후보는 당선이 선언된다. 절대다
수를 득표한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상위 득표자 5명이 당선자로
선언된다.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언된다.

동표

5.	동표의 경우, 나머지 후보가 상대적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 투
표한다. 4회의 투표 후에는 각 후보가 4회의 표결에서 얻은 총 득표
수를 고려한다. 그래도 동표의 결과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
를 결정한다.

동일 적십자사
후보

6. 동
 일 적십자사에 소속된 2명 이상의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선언해
야 하는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규정 22 의사록
전체회의와
전체위원회 기록

1.	회의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소집에 책임있는 기관이
전체회의(Plenary meeting)와 전체위원회(Plenary commission)
의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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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록은 한 권
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의사록 내용

- 참가자 명단(구성원 및 옵서버)
- 문서 목록
- 전체회의의 축어(逐語)적 기록
- 전체위원회 보고서
- 회의 결의사항

3.	제2항에서 언급된 의사록은 상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주최기관이
발간하며, 가능하면 회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제회의 구성원과 초
청된 옵서버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간행

4.	가능하면 전체회의와 전체위원회의 요약보고서를 주최기관이 준비
하여 그 다음날 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다.

일일보고

제3장 대표자회의
규정 23 장소와 일자

대표자회의의 장소, 일자 및 기간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5조 제1
항에 따라 상치위원회가 정한다.

규정 24 소집

국제적십자회의에 즈음하여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제적십자회
의 소집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대표자회의도 소집한다. 그 밖의 경우
에는 상치위원회가 소집의 책임이 있다.

규정 25 임시의제

대표자회의의 임시의제는 상치위원회가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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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6 개회
일자

1.	대표자회의가 국제적십자회의에 즈음하여 개최될 경우에는 계획된
대표자회의 기간을 고려하여 국제적십자회의 시작 전에 개최되어
야 한다.

의장

2.	대표자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상치위원회 위원장이 회
의를 진행한다.

의장단 및
서기 선출

3. 대
 표자회의는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이외에 서기를 선
출한다.

규정 27 대표자회의의 업무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이나 절차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
제적십자회의에 관한 절차규정은 대표자회의에도 준용(準用)된다.

규정 28 의사록

대표자회의가 국제적십자회의에 즈음하여 개최될 경우, 대표자회의의
의사록도 동 규칙22 제2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상치위원회
규정 29 소집

상치위원회 위원 선거가 끝난 즉시 국제적십자회의 의장은 출석한 신
임 위원들을 소집한다. 이 위원들이 상치위원회 첫 번째 모임의 소집
책임자를 다수결로 정한다. 가능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첫
번째 모임은 즉시 개최되어야 한다.

규정 30 정족수

상치위원회의 심의가 유효하려면 5명의 정족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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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1 상치위원회 의사록

규정 29에 따라 상치위원회가 국제적십자회의에 즈음하여 개최될 경
우, 상치위원회 의사록은 규정 22 제2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되어
야 한다.

제5장 최종규정
규정 32 규약 및 절차규정의 개정

1.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20조에 따라, 규약 또는 절차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상치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적십자회의가 개최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ICRC와 IFRC의 의견과 함께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들
에게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치위원회 위원
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안의 통보

2.	ICRC와 IFRC은 제1항에서 제기되는 상치위원회의 의무를 제때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ICRC 및 IFRC의
의견

3. 채택된 개정안의 효력 발생일자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한다.

개정안의
효력 발생

규정 33 본 규정의 효력발생

1.	본 규정은 1952년에 채택된 국제적십자회의 절차규정을 대체한다.
이전의 규정 중 이 규정과 모순되는 어떠한 규정도 무효로 한다.

폐지

2. 본 규정은 1986년 1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일자

Ⅳ. 국제적십자위원회 정관 43

Ⅳ. 국제적십자위원회 정관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7.12.21 채택 및 2018 1. 1 발효

전문 		

..............................................................................................................................
.............................................................................

45

..........................................................................................................

45

제1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제2조		 법적지위

제3조		 본부, 표장, 로고, 표어
제4조		 역할

45

.................................................................................

45

..................................................................................................................

46

제5조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과의 관계

..........................................

47

...................................................................

47

......................................................................................................

47

제6조		 국제적십자운동 외부와의 관계
제7조		 ICRC 위원

제8조		 ICRC 의결기관

..............................................................................................

47

..................................................................................................................

48

..............................................................................................................

48

..................................................................................................................

48

제12조		 사무국

..............................................................................................................

49

제13조		 대표권

..............................................................................................................

49

..........................................................................................................

49

제9조		 총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회장

제14조		 내부감사

제15조		 정보 보호 독립 통제위원회

. ........................................................................

49

. ........................................................................................

50

..........................................................................................................

50

..................................................................................................................

50

제16조		 자산 및 재무 관리
제17조		 내부규정
제18조		 개정

제19조		 효력발생

..........................................................................................................

50

Ⅳ. 국제적십자위원회 정관 45

Ⅳ. 국제적십자위원회 정관
전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무력충돌 및 기
타 폭력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전적으로 인
도주의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ICRC는 또한 인도주의적 법률 및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을 홍보하고 강화함으로써 고
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제네바협약 및 국제적십자운동의 근원이다. ICRC는 무력충
돌 및 기타 폭력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이 수행하는 국제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제1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 국
 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라 한다)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국제적십
자운동 규약 및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기구이다.
2.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라 한다)으로 구성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중 하나이다.
제2조 법적지위
1. ICRC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체이다.
2. ICRC는 인도주의적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제법인격(法人格)을 가진다.

제3조 본부, 표장, 로고, 표어
1. ICRC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2. ICRC의 표장은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흰색 바

46 규약 및 규정편

탕에 적십자로 한다.
｀
VE”
3. I CRC의 로고는 그 사이에 “COMITE INTERNATIONAL GENE
(International Committee Geneva)가 적힌 두 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흰
색 바탕에 적십자 모양이며, 그 아래에는 적절한 이니셜(영어로 “ICRC”, 또는
불어로 “CICR”)이 적혀 있다.

4. ICRC의 표어는 “전쟁 중에도 자비를(Inter arma caritas)이며, “인도주의를 통
한 평화 달성(Per humanitatem ad pacem)” 또한 표어로 인정한다.

제4조 역할
1. ICRC의 역할은 특히 다음과 같다.
(a)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 즉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
일,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보급한다.
(b)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규정된 승인조건을 충족하는 신생 또는 재조직된
적십자사를 승인하고 다른 적십자사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c) 제네바협약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의 충실한 적용을 위해서 활동하며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에 관한 모든 고
충을 심리한다.
(d) 특
 히 국제적 및 기타 무력충돌 또는 국내 분란 시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항상 어떠한 충돌과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군대 및
민간인 희생자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심인국의 운영을 보장한다.
(f) 무력충돌에 대비하여 각국 적십자사와 군대 및 민간 의료기관 기타 관계 당
국과 협력하여 의무요원을 훈련하고 의료장비 준비에 기여한다.
(g)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지식에 대한 이해와 보급 및 그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h) 국제적십자회의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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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RC는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며 중재자로서 그 역할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과의 관계
1.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합
의하여 무력충돌 시의 활동 준비, 제네바협약의 존중·발전·비준, 기본원칙과
국제인도법 보급 등의 공통관심사에 서로 협력한다.
2. 제
 4조 제1항 (d)의 상황에서 타국 적십자사의 지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ICRC는 해당국 적십자사 또는 관련국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IFRC와 체결한 협
약에 따라 지원을 조정한다.
3. ICRC는 IFRC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및
IFRC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통 관심사에 있어서 IFRC와 협력한다.

제6조 국제적십자운동 외부와의 관계
ICRC는 정부 당국 및 그 지원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 기구와
의 관계를 유지한다.

제7조 ICRC 위원
1. ICRC 위원은 15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며 스위스인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 ICRC 위원은 자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 규정
에 대한 예외를 가진다.
3. ICRC는 위원 임기가 끝나면 명예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ICRC 의결기관
ICRC의 의결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총

회 :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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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사 회 : (the Assembly Council)
(c) 회

장 : (the Office of the President)

(d) 사 무 국 : (the Directorate)
(e) 내부감사 : (the Internal Audit Unit)
(f) 정보 보호 독립 통제위원회 : (the Data Protection Independent Control
Commission)

제9조 총회
1. 총회는 ICRC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조직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으며, 임무 완
수를 보장한다. 또한 ICRC의 기관전략을 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예산과
회계를 승인한다.
2. 총회는 ICRC 위원들로 구성되며 합의체의 성격을 가진다.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의 하위기구이다. 특히 인사 및 재무 관리와 관련하여 ICRC의 원
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총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정기적으
로 사무국과 소통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제11조 회장
1. 회장은 ICRC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책임을 진다.
2.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 두 기구에 할당된 책임이 잘 관리되고,
ICRC의 운영을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회장은 임무수행에 있어 부회장의 보좌를 받으며, 해당되는 경우 제2부회장에
의해 보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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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국
1. 사
 무국은 ICRC의 집행부이다. 이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ICRC의 모든 직원들
로 구성된 행정부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행정 운영을 책임지며, ICRC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2. 사
 무국은 사무총장과 3~7명 사이의 국장들로 구성된다.
3. 사무국의 장은 사무총장이 수행한다.

제13조 대표권
회장, 사무총장 또는 후자에 의해 권한을 받은 사람이 한 모든 약속사항은 ICRC
에 구속력을 갖는다.

제14조 내부감사
1. 내
 부감사는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며, ICRC가 관할하는 활동들을 평가
한다. 내부감사는 내부활동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 내
 부감사는 현장과 본부를 포함한 ICRC 전체를 감사한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독립된 기반 위에서 조직의 성과와 ICRC 전략과 관련하여 동원된 제반 수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데 있다. 내부감사는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
3. 재
 정 분야에서 내부감사의 역할은 외부 감사 회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제15조 정보 보호 독립 통제위원회
1. 정
 보 보호 독립 통제위원회(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부서 및 행정 부서와 독립
적으로 활동하며, ICRC의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규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례 또는 다른 정보보호 사례들이 회부되
는 경우 개인의 권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위
 원회는 본부와 현장을 포함한 ICRC의 활동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
3. 위
 원회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총회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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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산 및 재무 관리
1. ICRC의 주된 자산은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의 기여금, 민간 기금 및 유가증권
의 수입금이다.
2. 이러한 자산과 ICRC가 처분 가능한 자본금은 ICRC 위원들의 개인적 혹은 연대
적 책임과는 별도로 ICRC의 약속이행이 유일한 보증이 된다.
3. 상기 자산과 기금은 내부적으로는 내부감사의 감독 하에, 외부적으로는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외부 감사 회사의 감독 하에 독립적인 재정 감독을 받아 사용된다.
4. ICRC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자산을 인도적 목적을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과
세 기관에 이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은 ICRC의 기부자나 개인 설립
자, 위원에게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도 사적 이익을 위해 반환될 수 없다.

제17조 내부규정
총회는 본 정관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18조 개정
1. 총회는 언제든지 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을 위해서는 두 차례의 별도 회
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2. 본 정관은 ICRC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제19조 효력발생
해당 정관은 2017년 12월 21일에 채택되었으며, 1973년 6월 21일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20일, 2003년 5월 8일, 2014년 12월 18일, 2015년 11월 19일에 개
정된 ICRC 정관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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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적십자사연맹 헌장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제6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1987.11.23 ~ 2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제8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1991.11.25 ~ 28,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12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1999.10.23 ~ 28, 스위스 제네바)
제16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2007.11.20 ~ 22, 스위스 제네바)
제20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2015.12. 4 ~ 6, 스위스 제네바)
제21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개정(2017.11. 6 ~ 8, 터키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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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적십자사연맹 헌장
전문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 구성기관이자 중요한 원동력인 우리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
사는 “질병과 재난으로 인한 불행을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예측하고 감소시키고 구
호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자발적이며, 비정치적인 비정부·비종파 단체”로서 1919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창설하였다.
우리는 인도주의의 힘을 활용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개
선시키는데 헌신한다.
우리는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을 준수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
도주의 분야에서 공공당국의 보조자로서 각국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범세계
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동한다.
우리가 전개하는 국제 활동의 조정, 공통 기준 및 정책의 개발과 이행, 조직 개발, 역
량 강화와 효율적인 국제 재난관리를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글로벌 파트
너로서 국제적인 명성과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속하여,
언제나 모든 형태의 인도주의 활동을 고무하고 장려하며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라는 국제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상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 국제적 기구의 법정 조항과 우리가 준수하기로
합의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쟁 중에도 자비를(Inter arma caritas)”과 “인도주의를 통한 평
화 달성(Per humanitatem ad pacem)” 두 표어가 모두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념을 표
현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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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적십자사연맹
제1조 기관구성
기관성격

1. 국
 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 또는 “연맹”이라 한다)은 회원사
인 각국 적십자사에 의해 설립되고 구성된 회원사 기반 기관이다.

적십자운동
내에서의 지위

2. IFRC는 국제적십자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이라 한다)의 구성기관
중 하나이다.

제2조 법인격
법인격

IFRC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체
헌장에 따라 활동 한다.

제3조 본부
본부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이하 “연맹 총회”라 한다)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IFRC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
재한다.

제4조 일반목적
일반목적

IFRC의 일반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인간 존엄성
및 세계 평화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형태의 인도주의 활동을 항상 고무시키고 독려하며 용
이하게 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제5조 기능
기능

1. 적
 십자운동 기본원칙, 적십자운동 규약 그리고 국제적십자회의 결
의사항에 따라 본 헌장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IFRC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각국 적십자사에 대한 서비스
a) 각
 국 적십자사 간의 연락, 조정 및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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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국 적십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한다.
b) 모든 국가 내에 독립적이고 정식 승인된 적십자사를 설립하고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c) 위험감소, 재난대비, 구호활동의 조직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적십자사를 지원한다.
d) 각국 적십자사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공중
보건의 보장과 사회복지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도록 독
려하고 조정한다.
e)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인도주의 이념교육과 모든 국가의 어린이
와 청소년들 간 우호 증진, 봉사활동 및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들의 참여를 위한 좋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
간의 의견교환을 격려하고 조정한다.
f) 각
 국 적십자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원과 회원을 모집하
고,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이념을 회원, 봉사원 및 일반 대중
에게 보급하도록 지원한다.
g) 연
 맹 총회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
해서 국제 무대에서 각국 적십자사들의 공식 대표가 되며, 각
각 적십자사의 청렴 수호자 및 이익 보호자가 된다.
B. 인도주의 활동
a) 모든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
호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 재난구호 원칙과 규칙”에
따라 국제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지도한다.
c) 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무력충
돌 희생자를 구호하고 국제인도법을 증진·발전시키며 국제인
도법과 기본원칙을 보급한다.
2. IFRC는 연맹 총회가 유효하게 부여한 기타 기능도 추가로 수행
한다.
3. IFRC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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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RC는 각국 내에서 적십자사를 통하여 또는 적십자사와 합의 하
에 그리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연맹 내
법정지역

5. 연맹 내에는 절차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법정지역이 있다.

제2장 각국 적십자사
제6조 IFRC 회원사
IFRC의 회원사는 제7조에 의거 정식 회원사로 가입이 허용된 모든 적
십자사를 포함하며 (이하 “회원사”라 한다),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IFRC의 힘과 능력은 각국 적십자사에 달려 있다.

제7조 가입
가입

1. 적
 십자사는 연맹 헌장과 절차규정에 따라 IFRC에 가입을 허가 받
았을 때 IFRC의 회원사가 된다.

가입요건

2. IFRC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청 적십자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a) 적
 십자운동 규약에서 정한 적십자사의 승인 조건에 따라 국제적
십자위원회(이하 “ICRC”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연맹 헌장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 총회의 모든 법정문서
와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 제
 36조 제2항에 따라 연맹에 법정분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d) 절차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연맹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가입결정

3. 회원사의

가입은 제20조에 따라 연맹 총회의 결정사항이며, 그에
따라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임시가입

4. 가
 입을 신청한 적십자사는 연맹 총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관리이
사회가 잠정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관리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맹총회의 첫 번째 세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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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입된 적십자사는 IFRC의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선
거권이 없으며, IFRC의 어떠한 공식적인 직위에도 선출될 수 없다.

제8조 각국 적십자사의 권리 및 의무
1. IFRC가 주어진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회원사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권
리와 의무가 있다.
A. 권리

권리

a) 연맹 총회에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고 투표권을 가지고 연맹
총회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b) IFRC의 모든 공식 기구, 위원회에 입후보 하고, 후보자를 지명
할 수 있는 권리
c) IFRC의 일반목적, 기능, 자원 그리고 법적 의무에 준거하여 제
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IFRC에게 어떤 서비스
나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d) 회원사 단독 명의나 여러 회원사들의 단체 명의로 연맹 총회와
IFRC의 기타 기구,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e) 조
 정 및 협력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자매적십자
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B. 의무
a) 항상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
b) 적십자운동 규약에 명시된 재난과 질병 영향의 최소화, 취약성
을 해결할 수 있는 적십자사 자체 역량의 강화, 다양성과 인간
존엄성 존중의 증진, 무력충돌과 내전으로 야기되는 고통 경감
을 포함하는 인도주의 활동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성실히
일할 의무
c) 대표자회의 및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사항, 규
정을 준수할 의무
d) 단일의 원칙에 따라 상호 영토의 보전과 독립성을 존중할 의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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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FRC의 일반목적 및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IFRC에 제
공할 의무
f)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사항의 적용은 물론, 연
맹 헌장에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
g) 각국 적십자사의 공동 청렴성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
국 적십자사에 요구되는 청렴에 관한 표준을 충실히 지키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중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할 의무
h) IFRC 재정규정에 명시되고 연맹 총회에서 가결되는 연맹 법정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할 의무
i) IFRC 보고 및 사업실적 관리 시스템에 기여하고, 동 시스템이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면 IFRC에 연차 사업보고서와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j) IFRC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사의 정관 개정사항, 의결기구 및 집
행기구 구성의 변경 사항 등을 IFRC에 통보할 의무
2. 각
 국 적십자사는 부여된 권리를 향유하면서 연맹 헌장에 규정된 모
든 의무를 이행한다.
3. 연
 맹 헌장의 어떤 조항도 적십자운동 규약에 명시된 각국 적십자사
의 임무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9조 회원사 자격 상실
해산

1. 회
 원사는 해산되었을 때와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

2. 회
 원사는 6개월 전에 IFRC 회장에게 탈퇴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써 탈퇴할 수 있다.

제명

3. 연
 맹 헌장 제13조에 의거 연맹 총회의 결정으로 회원사는 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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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준수, 제재
제10조 청렴 및 준수
1. 각국 적십자사 및 IFRC의 법정기구는 연맹 총회가 채택한 적용 가
능한 청렴 정책 및 연맹 헌장에 명시된 각국 적십자사의 의무를 준
수한다.

청렴의 기준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정책이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는 청렴 위반으로 간주되며, 제32조에 명시된 준법감시중재위원
회에 회부된다.

청렴의 위반

제10조A 제재
1. 제24조에 따라 관리이사회는 회원사에 대해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청렴의 위반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사에 특정한 행동을 권고한다.
b) 위반사항을 공개하거나 세상의 양심에 호소한다.
c) 해당 회원사에 대한 연맹의 지원을 종료한다.
d) 서면 경고장을 발행한다.
e) 제
 11조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권리를 제한한다.
f) 관
 리이사회가 회원사에 발행한 역량평가인증서를 중지하거나
철회한다.
g) 제12조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자격을 중지한다.
h) 기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한다.
i) 최
 후의 수단으로 제13조에 따라 해당 회원사를 제명할 것을 연
맹 총회에 권고한다.
 리이사회는 e)를 제외하고 상기 제재를 적용하기 전에 준법감시
관
중재위원회 패널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
2. 회원사가 제36조에 따른 연간 법정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A의 제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재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연간 법정분담금
미납 및 채무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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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 재정위원회는 서면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다.
b) 관리이사회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을 선
언하고 제11조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권리를 제한할 것을 선언
할 수 있다.
c) b)에 따른 채무불이행 선언 시 관리이사회는 해당 회원사의 투
표권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
연차사업보고서
또는 재정보고서
미제출

3. 회
 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IFRC에 연차 사업보고서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이사회는 제10조A의
제재와 더불어 다음의 제재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a) 서면 경고장을 발행한다.
b) 3년 연속 연차 사업보고서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제
출하지 않으면, 제11조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권리를 제한한다.

진행 중인 조사

절차

4. 관리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직권으로 진행 중인 조사 사건에 대하
여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시적인 자격 정지를 합의
하여, 제11조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5. 제재와 관련된 절차는 절차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사 권리 제한
제10조A에 따른 회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은 해당 회원사가 이
사회 직책에 입후보하거나 IFRC의 각종 법정위원회 직책에 개인자
격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수반한다.

제12조 자격 정지
자격정지

1. 관
 리이사회는 준법감시중재위원회가 구성한 패널의 권고사항을 면
밀히 검토한 후 절차규정에 따라, 제10조 2항과 제10조A에서 명
시된 상황에서 해당 회원사의 IFRC 내 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청렴의 위반

2. 제
 10조1의 1항에 따라, 관리이사회가 회원사가 다음의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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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청렴 위반을 범했다고 간주한다면 회원사의 자격은 제한 없
이 정지될 수 있다.
a) 해당 적십자사가 연맹 헌장에서 정한 회원사 가입 조건을 이행
하지 않거나, 특히 적십자사의 개정된 정관이 더 이상 적십자운
동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b) 해당 적십자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 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c) 해당 적십자사가 IFRC와의 관계를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목적
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d) 해당 적십자사가 IFRC의 일반목적에 배치되게 행동하고, 연맹
헌장에 따른 의무 준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자격이 정지된 적십자사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자격정지의 결과

4. 자
 격이 정지된 적십자사가 임명하여 어떤 직책을 보유한 개인은 자
격정지 기간 동안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5. 적
 십자사의 자격 정지로 발생한 공석은 연맹 총회 다음 회기에 소관
기구,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선거 절차에 따라 채운다.
6. 관
 리이사회는 자격이 정지된 적십자사의 자격정지 이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복권

7. 회
 원사는 연맹 총회의 자격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진정을 낼 수 있
다. 하지만 자격정지는 연맹 총회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유
효하다.

진정

제13조 제명
1. 관리이사회는 해당 회원사의 회원 자격 유지가 IFRC 및 타 회원사
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제
10조 제2항 및 제10조A에서 정한 상황에서 제20조에 따라 연맹 총
회에 해당 적십자사의 제명을 제청할 수 있다.

제명

2. 제명된 적십자사는 IFRC나 타 회원사에 제명 이전에 발생된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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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명된 적십자사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4. 제
 명된 적십자사가 임명하여 어떤 직책을 보유한 개인은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가입

5. 제
 명된 적십자사는 제명 사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절차규
정에 따라 연맹 총회에 가입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기구
제14조 법정기구
기구

1. IFRC의 기구는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이
하 “연맹 총회”라 한다), 관리이사회, 회장과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
는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청렴의 기준
및 위반

2. 상
 기 기구는 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청렴 정책을 적용 받는다.
관련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청렴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준법감시중
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절차

3. 기구의 절차는 절차규정에서 규정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제15조 정의
연맹 헌장에 따라 연맹 총회는 IFRC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6조 구성
연맹 총회는 회원사들로 구성된다.

제17조 기능
1. 연맹 총회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전, 전략, 정책

a) IFRC의 비전과 전략과 IFRC와 회원사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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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결정
b) 다음의 결정을 실시한다.

입/제재

i) 제7조 및 제13조에 각각 명시된 적십자사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결정
ii) 제14조에 따른 청렴 위반의 경우,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패
널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관리이사회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행동이나 조치를 적용할 것을 결정
c) IFRC 회장의 선출

회장 선출

d) IFRC 부회장을 임명할 자격을 갖는 각 법정지역별 1개씩 총 4
개 적십자사 선출

부회장 선출

e) 관리이사회 위원이 되는 적십자사 선출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출

f) 헌장에 명시된 각종 법정위원회 임명

헌장에 명시된
법정위원회 임명

g) 국제적십자운동 기구에 대한 IFRC의 대표자 임명

국제적십자운동
기구에 대한 대표자

h) 특히 IFRC 활동에 필요한 자문기구와 법적 자격을 지닌 기구를
포함한 기타 기구의 설치 및 그 구성원의 임명

기타 기구

i) 관리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적인 회계 감
사관들로 구성된 회사를 외부 회계감사로 선정

외부 회계감사

j) 관리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예산

i) IFRC의 2개년 사업계획, 예산 및 재정보고 승인
ii) 연맹의 회계감사 재정보고서 채택
k) 외부 회계감사의 보고 주목
l) 관리이사회 및 재정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회원사의 재정 참여를
정하는 공식을 승인하고, 동 공식에 따라 산정하고 관리이사회
가 승인한 회원사의 연간 법정분담금 규모를 확인

법정분담금

m) 연맹 헌장 및 절차규정을 개정하고, 연맹 헌장 이행에 필요한
기타 규정을 채택

헌장, 절차규정
및 기타규정

n) 관리이사회, 사무총장 및 연맹 총회가 설립한 모든 기구들의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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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의, 사무총장 및 관리이사회에 위임된 활동의 검토
회원사 및
기구의 제안

o) 회원사, 관리이사회 및 기타 연맹 기구가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결정
p) 국제적십자위원회, 그 밖의 국제기구 또는 각국 적십자사를 위
한 의무사항을 신설한 기관들과 체결한 일반 협정의 비준

본부 이전
권한의 위임

q) IFRC 본부의 이전에 관한 결정
2. 연
 맹 총회는 폐회부터 차기 총회 개회까지의 기간과 총회가 별도
로 정할 때까지 관리이사회에 위임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외하고,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한을 IFRC의 다른 기구에 위임할 수 없다.
a) IFRC 활동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가진 기관 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원의 임명
b) 연맹 총회가 설립한 기구들의 보고에 관한 결정
c) 회원사 또는 IFRC의 기타 기구들이 제출한 제안에 관한 결정
d) 국제적십자운동 기구에 대한 IFRC의 대표자 임명
e) 신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차기 연맹 총회
에서 결정해야 할 연맹 및 회원사를 관리하는 일반정책에 대
한 결정

재정관계

3. 연
 맹 총회가 지출을 포함한 결정을 내리기 전, 사무총장은 재정위
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행정 및 재정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연맹
총회에 제출한다. 만일 제안된 경비가 예산으로 충당되지 못 할 경
우, 연맹 총회가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

제18조 총회 회기
정기총회

1. 연
 맹 총회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연맹 총회는 통상적
으로 IFRC 본부가 있는 곳에서 개최한다.
2. 국
 제적십자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연맹 총회는 같은 장소에서 국제
적십자회의에 앞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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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 관리
이사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맹 총회의 장소 혹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회의 장소의
변경

4. 연맹 총회 특별회기는 임시 국제적십자회의가 개최될 경우 같은 장
소에서 국제적십자회의에 앞서 개최된다.

특별회기

5. 연맹 총회 특별회기는 관리이사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
이 소집하거나 회원사 최소 35% 이상의 발의로써 개최된다.

제19조 정족수
1. 연맹 헌장의 개정, IFRC 본부의 이전, IFRC의 해산에 필요한 정족
수를 제외하고, 연맹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회원사 50%의 정
족수가 출석해야만 유효하다.
2. 연맹 헌장의 개정, IFRC 본부의 이전 또는 IFRC의 해산에 필요한
정족수는 회원사의 65%이다.
3. 정기총회 또는 특별회기에 회원사 50% 미만이 출석했을 경우, 최
소 24시간이 경과해야만 총회가 재소집 된다. 이때의 결정은 회원
사 25% 이상이 출석해야 유효하다.
4. 임시의제 또는 공식 채택된 의제에 적십자사 가입 또는 제명, 2년
간 예산 채택, IFRC 본부의 이전, 제34조에 명시된 직책의 선거,
IFRC의 해산 또는 연맹 헌장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이
전에 개최된 회의 이후 45일 이상 90일 이내에 별도 회의가 소집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원사 25% 이상의 출석으로 내려진 결
정은 유효하다.

제20조 투표
1. 연맹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연맹 총회의 결정은 회장, 부회장, 관리이사회 위원사, 청소년위원
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를 제외하고 합치로 통과한다.
컨
 센서스는 대표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정사항에 걸림돌이 있다
고 표명하거나, 제출되어진 반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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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합치 불가
또는 선거

2A.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연맹 총회
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의 단순 다수결로 정한다. 하
지만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동 조항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된 사항
- 기타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절대다수결

3. 회장 선출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의 절대다수결이 요구된다.

60% 가중다수결

4. 회
 원사의 가입(제7조), 회원사의 제명(제13조), 연맹 총회 기 결정
사항에 대한 동일 회기 내 재심의, 중대사안으로 분류, 연맹 총회
가 중대사안으로 분류한 사안에 대한 결정 여부는 출석하여 투표
하는 회원사 60%의 가중 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요구된다.

75% 가중다수결

5. 연
 맹 헌장의 개정(제46조), IFRC 본부의 이전(제17조 제1항 q) 및
IFRC의 해산(제45조)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 75%의 가중 다
수결을 요구한다.

출석하여 투표
하는 회원사

6. 연
 맹 헌장 문맥 안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의 표현은 출석
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한 회원사를 의미한다. 기권하는 회원
사는 투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절차규정에서 규정한 회원
사가 안전한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경우,
회원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회원사는 “출
석하여 투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관리이사회
제21조 정의
관리이사회는 연맹 총회 회기 중이 아닌 기간 동안 IFRC를 관리한다.

제22조 구성
구성

관리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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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출직 부회장 4명
c) 당연직 부회장
d) 20개 회원사 대표
e) 재정위원회 위원장
f)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g)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 관리이사회 위원은 연맹의 집단기구의 위원으로서 행동하고, 관리
이사회가 연맹 헌장 및 연맹 총회에서 부여한 책임을 수행할 때 오
직 연맹의 이익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제23조 기능
1. 관리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맹 헌장 또는 연맹 총회가 부여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b) IFRC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
c) 연맹에만 해당되는 내부 정책으로 사무총장이 관리이사회에 제
출한 정책을 정의하고 승인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17조 제
2항 e)에 따라 IFRC와 회원사의 일반정책을 결정
d) 연맹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있어 연맹 총회 결정사항의 해석,
회장 자문, 사무총장에 조언 및 지원 제공
e) 연
 맹 총회를 대신하여 국제적십자회의가 IFRC에 위임한 임무
의 이행 및 모니터링
f) 연맹 총회 임시의제 작성
g) 연맹 총회 요청 시 또는 자체 발의로 연맹 총회에 조언 및 제
안 제출
h) 연맹 총회에 선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선거위원회가 관리
이사회에 제출한 선거유세를 위한 기준을 승인
i) IFRC의 기능 이행과 관련된 문제 연구, 연맹 총회에 조언 및 제

관리이사회
위원의 지위

70 규약 및 규정편

안 제출
j)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적인 회계 감사관들로 구성된 회사를 외
부 회계감사로 연맹 총회에 추천
k) 사무총장과 재정위원회 또는 감사위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재
정 및 예산보고서, 재정위험보고서, 각종 활동보고서를 면밀
히 검토하고,
(i) 연
 맹 총회의 최종 승인을 위하여 재정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회원사의 재정 참여 확정을 위한 공식을 포함한 IFRC의 2개
년 예산, 사업계획 및 재정보고서에 대한 제청
(ii) 재
 정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회원사 연간 법정분담금 규모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맹 총회에서 승인된 공식을 사용
하여 산출)를 승인
(iii) 연
 맹 총회의 채택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연맹의 재정보
고서에 대한 지지 및 제청
l) 제17조 제1항 p)에 명시된 연맹 총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ICRC,
기타 국제기구 및 단체와 체결한 일반협정의 비준
m) 회원사 잠정 가입
n)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패널(준법감시중재위원회가 청렴 위반
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외)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제1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청렴의 위반인 경우 법정기구(관리이사회 및
연맹 총회는 제외)에 대한 적절한 특정 행동 또는 조치를 적용
할 것을 결정
o) 제10조A에서 규정한 대로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A에서 규정
한 상황에서 회원사에 제재를 적용하는 것을 결정
p)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국장(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 임명을 위
한 후보자 추천 승인
q) 사무총장이 제안한 IFRC 사무국 조직 구조 승인
r) 관리이사회에서 채택한 역량조사과정에 따라 준법감시중재위원
회에서 제안한 회원사의 인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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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이사회는 자체 기능의 수행 실적을 연맹 총회에 보고한다.
3. 관리이사회는 사무총장과 재정위원회가 어떤 제안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영향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관리이사회에 제출하
기 전까지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경비에 대해 어떠한 결정
도 할 수 없다. 만약 제안된 경비가 예산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연맹 총회가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
까지는 이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

재정관계

4. 관리이사회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연맹 총회를 소집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이사회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상황
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관리이
사회의 결정은 차기 연맹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연맹 총회는 이
를 회원사에 알려야 한다.

비상 시 권한

5. 만약 관리이사회가 IFRC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하
는 경우, 사무총장은 관리이사회가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하였다는
것과 비상상황의 성격 및 관리이사회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모든 결정과 행동을 전 회원사에게 조속히 알려야 한다.

제24조 절차
1. 관리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에 따라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그
밖에 회장은 자체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
리이사회를 소집하며, 사무총장의 요청 시에도 관리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의 결정은 위원 60%가 출석하는 정족수로 유효하며 컨
센서스로 결정한다.
만
 약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리이사회의 결정은 다음에 따
라 정해진다.
a) b)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의
단순 다수결(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b) 회원사의 자격정지에 대한 결정 또는 회원사의 제명 제청에 대
한 결정은 관리이사회 위원 60%의 가중 다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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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다.

회장
제25조 IFRC 회장
1. 회장은

IFRC의 최고 책임자이다. 회장은 연맹 총회에 대하여 연맹
이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목적을 추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
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회장은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의 결정
에 따라 사무총장의 활동을 포함하는 IFRC의 제반 업무를 지도하
는데 있어서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의 권한 하에 이를 수행한다.
기능

2. 회장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 소집 및 그 의장 역할 수행
b) IFRC 상태에 관한 검토 결과를 연맹 총회에 보고
c) 국
 제적으로 공인된 독립적인 감사관으로 구성된 회사의 보고서
를 관리이사회 및 연맹 총회에 제출
d) IFRC의 의결기관 및 위원회의 업무 조정
e)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과 기타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IFRC를 대표
f) 부회장 및 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회장
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요청
g) 연맹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가 위임한 기타 기능 수행

위임

3. 회
 장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능 중 일부를 부회장 중 1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회기 중 교체

4. 회
 장은 회의 전체 기간 또는 회의 일부 기간 중에 부회장 중 1인을
대행자로 지명할 수 있다.

회장직의 공석

5. 회
 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또는 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
우, 관리이사회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다음 총회 시까지 회장 직무
를 대행할 부회장 1인을 지명한다. 차기 총회에서는 잔여 임기를 채
울 회장을 선출한다. 관리이사회가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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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당연직 부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회장
제26조 IFRC 부회장
1. IFRC 부회장는 회장을 지원하고, 회장으로부터 개별적 또는 집단
적으로 그의 기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부회장은
개인자격으로 연맹 총회에 참석한다.

부회장의 역할

2. IFRC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적십자사 회장 또는 해당 적십자사
의 이사회가 임명한 대표자는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당연직 부회장

3. 선출된 부회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

a) 연맹 총회, 관리이사회, 소속 지역의 적십자사 간 거버넌스 문
제에 관한 소통 보장
b) 특히 소속 지역에서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 결정사항 보급
c) 사무총장과 긴밀히 조정하여, 회원사 또는 준법감시중재위원회
에서 요청하는 청렴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 내 회원사 그리고 글
로벌 차원에서 지원
4. 소속 법정지역에서의 지역 회의와 관련하여, 선출된 부회장은 관련
준비기구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사무총장
제27조 IFRC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관리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
다. IFRC와 사무총장 간의 계약은 절차규정의 관련 조항, 연맹 총
회가 정한 적용 가능한 조건, 연맹이 정하는 노동법에 따라 관리이
사회가 작성한다.

임명

2. 제14조에서 정의한 사무총장은 IFRC의 최고경영자(CEO)이며, 다
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

a)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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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7조 제6항 및 제38조에 따라 승인된 예산 집행과 계좌보고
서준비에 대한 책임
c) 사무국 지휘 및 사무국에 위임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
d)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무국의 조직 구조 및 조직 일
반사항 마련
e)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사무국의 각종 활
동 조직, 즉, 양성 평등 및 지역적 안배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사
무국 직원을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직원과의 계약 해지
f) 사무총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
무부총장 및 사무차장(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 국장을 임명
g) 회장 부재 시 또는 다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적십
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 기타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관계에서
IFRC를 대표
h) IFRC 재원의 취득, 관리 및 지출에 관하여 공증형식으로 집행
되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업무처리를 위한 제3자 및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IFRC를 대표
i)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직접적인 구호활동 또는 기
타활동을 포함한 제5조에 명시된 기능의 실행을 보장하고, 예외
적 또는 비상 상황 시, 관련 적십자사와 협의 후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조치 강구
j) 연맹 헌장에서 부여했거나 연맹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가 위임
한 기타 기능 수행
k)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IFRC 활동 보고
l)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적절하고 긴밀하게 자신의 활동 수행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m) 인도주의 분야에서 공공당국의 보조자로서 승인 받은 적십자
사 또는 단체가 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이 아니거나 IFRC의 회원
사가 아니더라도, 그 활동이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받아들이
고 존중하는 기구들과의 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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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총장은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의 당연직 간사가 되며, 연맹 헌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가 설치한 그 밖
의 모든 기구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다른 고
위급 직원에게 이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참가한다.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 참가

5.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4장 국제적십자사연맹 법정위원회
제28조 법정위원회
1. IFRC의 법정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법정위원회

- 재정위원회
- 감사위기관리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 준법감시중재위원회
- 선거위원회
상기 위원회는 연맹 헌장에 명시된 자문 또는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정위원회는 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청렴 정책을 적용 받는다.
관련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청렴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준법감시중
재위원회에 회부된다.(준법감시중재위원회가 청렴 위반에 적용될
경우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관리이사회에 직접 회부된다.)

청렴의 기준
및 위반

3. 법정위원회의 절차는 절차규정에서 규정한다.

절차

제29조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가 연맹 총회에서 개인자격으로 임명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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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 재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IFRC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 및 위험 문제에 관한 자문
b) 재정 보고 및 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에 대한 의견 표명
c) 감
 사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접수하고,
감사위기관리위원회에 의견 제출
d) 가용자금의 운용과 투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재정 대책에 관한 권
고사항 제시
e) 관리이사회를 거쳐 연맹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회원사의 재정 참여를 확정하는 공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매 2년 마다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회원사
의 연간 법정분담금 규모(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맹 총회에서
승인된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 책정
f) 연
 맹 총회가 회원사 가입을 검토하기 전에 가입을 신청한 적십
자사의 연간 법정분담금 책정(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맹 총회에
서 승인된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
g)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회원사들의 소청(訴請)을 청취
하고, 회원사들의 분담금 체납 상황을 파악하며, 해당 회원사
가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선언을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표명
h) 연맹의 재정관리에 관한 연맹 총회의 결정을 적용하고 이행하
는데 있어 관리이사회 지원
i) 회장의 자문을 받아 준법감시중재위원회에 청렴 위반의 혐의
제기

보고

3. 재
 정위원회는 관리이사회 및 연맹 총회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한다.

위원장의 권한

4. 재
 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재정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재
 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IFRC에 영향을 주는 모
든 재정상 문제에 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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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사위기관리위원회
1. 감사위험관리원회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위원
회의 후보자 추천에 따라 연맹 총회에서 개인자격으로 임명된다.

구성

2. 감사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

a) IFRC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감사 및 위험관련 문제에 대한 자
문 제공
b) 사무총장이 위험요소를 규명하고, 조사·관리·모니터링 하기
위해 설립한 시스템의 목표 및 효과성 조사
c) IFRC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며 재정, 평판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분야, 부정행위 및 부패관련 중대 사건, 비
리, 법정 소송에 대해 검토하고, 사무총장에 자문
d) 내부 및 외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동시에 사무총장 및 관리
이사회에 의견 제공
e) 사
 무총장의 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감독
f) 회
 장과 협의하여 준법감시중재위원회에 청렴 위반 혐의 제기
g)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리이사회에 외부 회계감사 임
명 제안
h)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승인하고 연맹 총회 채택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감사위기관리
위원회의 지지 제청
3. 감사위기관리위원회는 관리이사회와 연맹 총회에 활동 내용을 보
고한다.

보고

4.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 또는 위험 문
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원장의 권한

5.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IFRC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위험 문제에 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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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소년위원회
구성

1. 청
 소년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4개 법정지역별 2명씩)으로
구성되며, 선거위원회의 후보자 소개에 따라 연맹 총회에서 개인자
격으로 선출된다.

기능

2.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IFRC 전반에 걸쳐 청소년 및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
한 자문 제공
b) 연맹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청소년 전략 또는 청소년
정책의 이행 증진 및 조사, 관리이사회가 요청한 청소년분야 정
책 개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연구
c) 관
 리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기 위한 청소년 전략 또
는 청소년 정책의 개정사항 검토 및 제안
d) 관련된 연맹 정책의 이행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구하고, 동
의견들이 적십자운동의 법정기구에 전달되도록 보장
e) 청소년정책과 국제적십자운동 내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기타 모
든 정책 및 전략의 이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
f) 회
 장과 협의하여 준법감시중재위원회에 청렴 위반 혐의 제기

보고

3. 청
 소년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보
고한다.

위원장의 권한

4. 청
 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완수하는데 필
요한 모든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
진다.
5. 청
 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적십자운동 내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제32조 준법감시중재위원회
구성

1. 준
 법감시중재위원회는 위원장과 12명의 위원(4개 법정지역별 3명
씩)으로 구성되며, 선거위원회의 후보자 소개에 따라 연맹 총회에
서 개인자격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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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

a) IFRC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준법 및 청렴관련 문제에 대한 자
문 제공
b)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준법감시중재위원회 제외)의 잠재적 청
렴 위반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
c)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제출된 분
쟁 해결을 지원
d) 청렴 위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분쟁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조사 및 결정
e) 청
 렴 위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분쟁 해결에 필요 시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하여 도움이 되도록 권고
(i) 관련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준법감시중재위원회 제외)에서
취할 행동을 권고
(ii) 청렴 위반의 경우, 관리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관리이사회
의 청렴 위반 시)에 관리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가 취할 향후
행동 또는 제재에 대해 보고
f) 개인 패널 구성을 위한 인력풀로서 지원
g) 관리이사회에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역량조사과정에 따라 회원
사 인증을 위한 회원사 추천
3. 각
 국 적십자사, 연맹 총회, 관리이사회, 회장, 사무총장은 청렴의
무 위반 혐의 또는 모든 논쟁을 준법감시중재위원회 위원장 앞으
로 제기할 수 있다. 법정위원회 또한 회장과 협의하여 준법감시중
재위원회에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준법감시중재위원회는 관리이
사회에서 채택한 기준에 근거하여 회장에게 고지하고 자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혐의제출

4. 준
 법감시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절차규정에 따라 본 조 3항에 명시된
잠재적 청렴 위반과 논쟁을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잠재적 위반 사항 또는 논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리적
대표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
고 2(d) 및 2(e)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준법감시중재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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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위원장의 권한

5. 준
 법감시중재위원회는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에 위원회의 활동
을 보고한다.
6. 본 조 제3항에 더하여, 준법감시중재위원회 위원장은
a) 요
 청에 따라 사무총장 및 회장에게 준법 및 청렴 관련 사안을 다
루는데 있어 자문을 제공한다.
b) 관련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혐의 접수 사실을 알린다.
c) 비
 공식적으로 관련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으로 자문을 할 수 있다.
7. 사
 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특히 관련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한다.

제33조 선거위원회
구성

1. 선
 거위원회는 위원장과 4개 법정지역에서 각 1명씩 4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5명의 위원은 관리이사회의 추천으로 연맹 총회에서
개인자격으로 임명된다.

기능

2. 선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관
 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한 선거운동 표준절차 마련
b) 선거 최소 1년 전까지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회장 및
부회장직 또는 기타 직책의 객관적 기준(교육, 적십자 업무 경
험 등) 작성
c) 이
 사회 직책(개인 자격 및 적십자사) 관련 모든 후보자에게 적
용할 기준 검토
d) 선거위원회가 심의한 후보자가 승인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
우 관리이사회에 통지
e) 관리이사회와 협의 후, 연맹 총회에서 임명될 재정위원회, 감
사위기관리위원회, 준법감시중재위원회 후보자 추천 명단 작
성 및 연맹 총회 선거를 위한 청소년위원회 후보자 명단 마련
f) 상
 기 직책에 대한 선거 감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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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기 직책에 대한 선거 결과 발표
h) 회장과 협의하여 준법감시중재위원회에 청렴 위반 혐의 제기
3. 선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a)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회장, 부회장, 관리이사회 위원사(개인 및 회원사) 직책의 모든
지원서를 받으며 절차에 대해 회원사에 공지한다.
c) 선거일정표를 마련하고, 재정위원회,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청
소년위원회,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모든 입후보 신청서를 받
고, 임명을 위한 후보자 명단을 연맹 총회에 제출한다.(청소년
위원회의 경우 선거 후보자 명단)
d) 법정기구에 추천한 위원들이 절차규정에 규정한 합의된 기준
을 반영하며, 공평한 지역적 안배와 양성평등의 원칙이 지켜지
도록 보장한다.
e) 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자격을 가진 회원사, 관리이사회 위원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를 위해 가능한 한 안전한 전
자투표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준비한다.
4. 선
 거위원회는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한다.

보고

5. 선
 거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연맹에 영향을 미칠 선
거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조언한다.

위원장의 권한

제5장 선거 및 임명
제34조 회
 장, 부회장,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 법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거 및 임명
1. 선거는 매 4년마다 정기회기에서 실시한다. 재정위원회, 감사위기
관리위원회, 준법감시중재위원회 및 선거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청
소년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매 4년마다 정기회기 시 실시하되, 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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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회장 및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임기

2. 모
 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기는 선출/임명
된 연맹 총회 회기 종료 시부터 후임자가 선출/임명될 차기 연맹 총
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회장

3. 연
 맹 총회는 개인 자격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4년 임기의 회장직을
연임한 자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부회장

4. 연
 맹 총회는 절차규정에 따라 4개 법정지역에서 각 1개 회원사씩
4개 회원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회원사는 자사 구성원 중에서 4년
임기의 부회장을 임명한다. 일단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면, 부회장
은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관리이사회
위원사

5. 연
 맹 총회는 절차규정에 명시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20개 회원사
를 관리이사회 위원사로 선출한다. 관리이사회 위원사로 선출된 회
원사는 대표자 1인을 관리이사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대표
자는 보통 임기 동안 변동이 없도록 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속
된 회원사는 관리이사회 후보자로 입후보해서는 안 되며 관리이사
회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윤번

6. 부
 회장을 임명하도록 선출된 회원사 또는 관리이사회 위원사로 선
출된 회원사로 4년 임기를 연임한 적십자사는 임기 종료 후 4년이
경과될 때까지 입후보 할 수 없다.

재정위원회, 감사
위기관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준법감시중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7. 연
 맹 총회는 재정위원회,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준법감시중재위원
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며,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들을 선출한다.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4년 임기를
연임한 사람은 임기 종료 후 4년이 경과될 때까지 임명 또는 선출
을 위해 입후보 할 수 없다.

선거위원회

8. 연
 맹 총회는 관리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4명
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절차

9. 선
 거와 관련된 절차는 절차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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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재정
제35조 재정 및 자산
1. IFRC는 모든 거래와 채무에 대하여 회원사를 배제하고 전적인 책
임을 진다

민사상 책임

2. IFRC의 정규 재원은 회원사의 분담금과 투자 수입으로 구성된다.

재원

3. IFRC의 일반목적과 기능에 규정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IFRC는 재
산을 취득, 소유, 처분, 관리한다. IFRC는 각국 적십자사, 개인, 정
부 및 기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
지정 기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과 비지정
재원

4. IFRC는 활동, 일반목적, 기능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을 조건으로 특정 용도로 지정 기탁한 자금 또는 재산을 대리인 또
는 수탁인 자격으로 득할 수 있다. IFRC는 자체적 사용 또는 수익
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 받을 수 있다.

지정기탁 및
부동산

5. IFRC는 직원 또는 활동을 위하여 적립금 또는 기타 기금을 조성하
고 관리할 수 있다.

적립금

6. IFRC의 재정에 관한 절차(재정 기여, 예산, 감사 절차 등 포함)는
절차규정에서 정한다.

절차

제36조 재정적 기여
1.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회계년도

2. 매년 각 회원사는 연맹 총회에서 승인된 공식에 따라 산정되고 재정
위원회가 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분담금 규모에 따라 연맹 총
회가 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을 IFRC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분담금

3.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법정분담금에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즉시 재
정위원회에 소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소청은 연맹 총
회가 정한 기한 내에 법정분담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한 납부 의무를 무효화 할 수 없다.

소청(訴請)

4.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회원사는 재정위원

분담금 납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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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확정한 조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받기 위하여 재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소청이 분담금 납부 의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의
선언

5. 만
 약 회원사가 본 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한 금액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관리이사회에 보고한
다. 관리이사회는 재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회원사
의 채무불이행을 선언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불이행의
선언 결과

6. 채
 무불이행이 선언 결과는 제10조A에서 규정한 것과 같다.

재정상의 의무

7. 철
 회, 자격정지 또는 제명, 또는 채무불이행이 선언된 회원사는 본
조 제6항의 조치가 취해진 회계연도의 분담금과 그 이전의 미납금
및 그 밖의 IFRC에 대한 부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예산
예산 및
재정보고 준비

1. 사
 무총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맹 예산서를 작성한
다. 사무총장은 또한 지난 회계연도와 관련된 회계보고서를 준비하
여 관리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및
재정보고 승인

2. 연맹 총회는 매 2년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a) 관
 리이사회가 권고한 과거 2년간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채택 및 재정보고서 및 계획 승인
b) 사무총장이 제출하여 관리이사회가 제안한 향후 2년간의 예
산 승인
3. 관
 리이사회는 매년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전차 회계연도 사업보고
서를 심의한다.
4. 연
 맹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관리이사회가 차기 연도의 예산
을 심의하며, 만약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한다.

재정상의 조치

5. 제
 17조 제3항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연맹 총회 또는 총회가 개
최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재정
상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 또는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건의사항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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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된 예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수
행한다.

예산 관리 및
집행

a) 분담금이 납부되도록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인정된 경비를 지
출하는 등 채택된 예산의 집행을 승인
b)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IFRC에 지불되는 모든 자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며, 연맹 총회 및 관리이사회에 이러한 자금에 대한 책임
을 지고, 채택된 예산에 따라 기금을 처리
c)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가용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 대
하여 결정

제38조 감사
1. 매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연도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사무총장이 이를 보고서로 작성
b) 관리이사회의 제청으로 연맹 총회가 지정하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독립 감사관들로 구성된 회사가 감사하고 보고
2. 이러한 보고서는 연맹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것으로 연맹이 대리인
또는 수탁인 자격으로 수탁한 자금의 사용 실태도 포함한다.

제7장 협력
제39조 지역회의
1. 지역회의는 다음 목적을 위한 법정지역 회원사들의 회의이다.
- 각 지역 회원사들간의 협력, 인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증진
- 공통되는 인도주의 관심사 및 사안 규명
- 연맹 총회, 대표자회의,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공통 전략 달성을 위한 노력
- 연맹 총회 및 국제적십자운동 법정기구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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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제안 작성
시기

2. 원칙적으로 지역회의는 각 법정지역 내에서 매 4년마다 개최된다.

사무총장의 보고

3. 사무총장은 개최될 지역회의 의제와 행정, 기술, 재정 및 그 밖의 사
안에 대하여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지역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의 지원

4. 사무총장은 지역회의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주최 회원사를 지원한다.

적용규정

5. 지역회의는 연맹 헌장과 절차규정에 따라서 개최된다.

제40조 ICRC와의 협력
IFRC는 ICR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IFRC는 적십자운동 규약
및 ICRC와 IFRC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41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IFRC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헌장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정
부간 기구, 비정부기구들과 서로 협력한다.

제42조 옵서버
관리이사회는 만일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회장이 관리이사회 위원들
과 협의한 후 절차규정에 따라 옵서버를 연맹 총회에 참가하도록 초
청할 수 있다.

제8장 최종 규정
제43조 규정
1. 연
 맹 총회는 연맹 헌장의 이행 및 IFRC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 및 그 밖의 사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단순 다수결
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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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헌장 및 현행 절차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맹 총회의 승인
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관리이사회와 그 밖의 연맹기관들도 각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연맹 총회는 본 헌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언제라도 단순 다수
결로 이러한 제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 특별규정
1. 연맹 총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회장, 부회장을 임명
할 회원사 및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출 또는 법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시기에 재임 중인 자에게 차기
총회 종료 시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2. 관리이사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될 수 없고, 결정사항이 필요 불
가결하거나 또는 바람직할 때, 그리고 만약 사무총장이 회의가 개
최되어야 할 시기에 회장이나 부회장과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
총장은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다른 관리이사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관리이사회 위원 전원에게 개개의 안건을 동
일 형식으로 설문하되, 개개의 안건은 ‘가(可)’ 또는 ‘부(否)’로 간단
히 회답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사항은 접수된 회답의 단순 다수결
로 성립되며, 회답수가 본 헌 장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정족수에
달하여야 유효하다. 그러한 결정사항은 최종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다.
관리이사회의 결정을 요하고, 차기 관리이사회 정기회의까지 결정
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동일
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3. 사정상 본 조문 제2항에 규정된 결정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
적으로, 그리고 IFRC의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
총장은 통상적으로 관리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
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연락이 가능한 회장, 부회장 및 관리이사회 위원들과 협의하고 그
들에게 자신이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린다.
4.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사무총장은 회장이 관리이사회를 소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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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이사회가 개최되면 사무총장
은 전차 관리이사회 이후 자신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동일한 회기 중에 관리이사회는 만약 의문이 제기되면,
특히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맹 총회 소집을 고려한다.

제45조 해산
IFRC의 해산에 관한 결정은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오직 연맹 총회만이 할 수 있으며, 부채 청산 후 IFRC의 순자산은 연
맹의 해산 결정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재조직 될 경우 IFRC의 자산
을 기부하거나 그 활동 목적이 연맹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타단체나
기구에 배정할 목적으로 관리이사회가 설치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
에 옮겨진다.

제46조 조문 해석
연맹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본 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나 이견은 관리이사회에 회부되며 최종 결정을 위하여 다시 연맹
총회에 제출된다.

제47조 헌장 개정
연맹 헌장의 개정을 위한 제안은 최소 5개 회원사의 지지를 받아서 제
출하거나 또는 관리이사회가 제출할 경우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
5항에 따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제48조 효력발생
제49조에 따라 본 헌장은 제21차 국제적시자사연맹 총회가 종료되고
구(舊) 헌장이 폐지되는 2017년 11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경과규정
재정위원회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맹 총회에서 임명된 재정위원회 위원
장 및 9명의 위원은 2019년 연맹 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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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유지하며, 재정위원회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들은 제29조에 따
라 2019년 연맹 총회에서 임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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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국제적십자사연맹 절차규정
제1장 총칙
규정 1 목적, 정의, 공식명칭

1.1	1.1 이 절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일반목적은 국제적
십자사연맹 헌장(이하 “연맹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장하
는데 있다.

목적

1.2	1.2 이 규정은 연맹 헌장 또는 연맹의 법정기구에 의하여 설립
된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 또는 “연맹”이라 한다.)의 모
든 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정의

1.3	1.3 IFRC의 공식명칭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며, 법률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모든 문서에 사용된다. 공식 서신 상단 및 홍보
자료에 IFRC 로고는 부속서에 설명된 대로 사용한다.

공식명칭

제2장 회원 가입 및 회원 자격
규정 2 가입

2.1	IFRC 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a) 신청 적십자사의 정관
b) 신청 전 2년간의 신청 적십자사 활동보고서
c) 신청 적십자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d) 신청 적십자사가 연맹 헌장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조항과 모든 법정 문서를 준수하는데 동의하는 서면 서약
서와 신청 적십자사가 헌장 제36조 제2항에 따라 IFRC에
재정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서면 서약서
2.2	IFRC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각국 적십자사
의 정관에 관한 ICRC/IFRC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정관위원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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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 한다.)1의 제안을 적절히 검토한 후, 연맹 헌장과 절차규
정에서 정한 가입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첨부서류가 연맹 헌장과 동 절차규정이 정한 가입 조건에 부합
되면, 사무총장은 공동정관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보고서를 관
리이사회에 제출하며, 차기 관리이사회에서 신청 적십자사의
잠정 가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관리이사회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심의하고 다음 관리이사회 회
의에서 회원사 임시 가입을 결정한다. 관리이사회가 회원사의
임시 가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연맹 총회에 제출되
지 않는다.

제3장 청렴 및 준법

규정 3 청렴 위반 혐의 및 이의 제기
청렴 위반
혐의 심리

3.1	헌장 제 32조에 따라, 회원사 또는 연맹 각종 법정위원회(준법
감시중재위원회 제외)의 청렴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준법
감시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은 혐의가 제기된 해당 회원사 또는
해당 법정위원회, 그리고 회장과 필요시 해당 법정 지역의 부회
장에게 이를 알린다.

독자적 심리 시작

3.2	해당 회원사가 잠재적으로 중대한 청렴 위반을 범하여 IFRC의
이미지와 평판에 위험이 된다는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합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준법감시중재위원회는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 청렴 위반 사항을 심리한다. 준법감시중재

1. ‘각국 적십자사 정관을 위한 ICRC/IFRC 공동위원회’는 ICRC와 IFRC가 적십자사의
승인 및 가입 신청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각국 적십자사의 정관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협약에 따라 1969년 설립되었다. 제22차 국제적십자회의(1973년, 이란
테헤란, 결의사항 제6호) 및 제24차 국제적십자회의(1981년 필리핀 마닐라, 결의사
항 제20호)는 적십자사의 승인 및 가입 신청서 공동 조사, 각국 적십자사 정관, 특히
공동정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양 기관에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Ⅵ. 국제적십자사연맹 절차규정 97

위원장은 관련 회원사, 회장 그리고 필요시 해당 법정 지역의 부
회장에게 이를 알린다.
3.3	준법감시중재위원장은 다른 위원 2명과 함께 접수된 정보를 심
리하고, 혐의 또는 동 규정 3.1 또는 3.2에 따라 접수한 정보(이
하 “혐의”라 한다.)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사전심리 및
실증입증

 약 위원장 및 2명의 위원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만
고 결정하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원장은 이 결과를
이유와 함께 혐의를 제기한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 혐의당사자
로 지목된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 회장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관
련 지역 부회장에 알린다. 관리이사회는 혐의를 제기한 회원사
또는 법정 기구의 소청, 또는 자체 결정에 따라, 패널을 구성하
여 제기된 주장에 대해 중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약 위원장과 2명의 위원들이 제기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
만
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
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와 비공식적으로 상의할 수 있다.
3.4	만약 청렴의무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결정되었으나
비공식 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혐의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맹 헌장 제32조에 따른 패
널을 구성한다. 위원들 중 1명은 보고관으로 임명된다.
 널은 해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제기된 혐의내용을 상세
패
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
청한다.
 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접수하는 대
해
로 패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수
집하거나 사무총장에게 전문지식 제공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
지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패널이 수집한 새로운 정보
는 서면으로 해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제공되어야 하며, 해
당 기관은 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준법감시중재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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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대한 숙고(熟考)를 종결하면서, 패널은 직무수행 과정에
혐
서 해결할 수 없었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보
내고 사본 1부를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관리이사회의
조치

3.5	패널의 권고사항이 연맹 헌장 제23조 제1항 (n) 및 제23조 제1
항(o)에 기술된 관리이사회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패널 또
는 위원장은 패널 조사결과 요약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 및 추가 행동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리이사
회에 제출한다.회장은 즉시 해당 회원사 또는 법정기구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이사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시켜 사안을 토의
및/또는 결정한다.

연맹 총회의
조치

3.6	패널의 권고사항이 연맹 헌장 제17조 제1항 (b)(ii)에 명시된 대
로 연맹 총회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패널 또는 위원장은 패
널 조사결과 요약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 및
추가 행동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연맹 총회에 제출한다.

이의제기

3.7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는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실무 절차에서
정한다.

규정 4 회원사 자격정지 및 복권
진술 청취
및 숙고

4.1	규정3에 따라 소집된 패널로부터 회원사의 상황이 연맹 헌장 제
12조(자격정지) 또는 제13조(제명)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
당한다는 보고를 접수한 관리이사회는 해당 회원사에 혹시 있
을수도 있는 과실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 시 관리이사회의 숙고
를 위하여 회신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해당 회원사는 관리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

1차 서면경고

4.2	관리이사회는 회원사의 회신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연맹 헌장 제
12조 또는 제13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
면, 해당 회원사에 서면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자격정지

4.3	관리이사회는 서면경고장 발송 이후에 열린 관리이사회 다음
회기에서 회원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경우, 회
원사에 2차 진술기회를 제공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숙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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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회원사의 제명을 연맹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IFRC는 이러한 결정을 관련 회원사와 정부, 모
든 회원사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회원사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권고에 관한 결정은 관리이사회
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데 고려했던 모든 정보 및 문서 사본
이 포함된 관리이사회의 보고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4	회원사는 자격정지 결정에 대하여 연맹 총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연맹 총회가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거나 번
복할 때까지 유효하다. 회원사로부터 소청을 접수하는 즉시, 연
맹 총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회원사가 연맹 총회에 제출한 추가
정보와 함께 관리이사회 보고서를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하며,
회원사에게 진술할 권리를 부여한다.

소청

4.5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원사를 복권시킬 수 있다.

복권

- 회원사가 자격정지를 야기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결정한 이후
-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예견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
이 없다고 평가된 이후
- 회원사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장을 받은 이후
IFRC는 이러한 결정을 관련 회원사와 정부, 모든 회원사와 국
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규정 5 제명 및 재가입

5.1	관리이사회는 규정 4.1부터 4.3에서 정한 모든 단계를 거친 이
후에만 회원사의 제명을 연맹 총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는 기반이 되는 모든 정보 및 문서의 사본과 현재까지 취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성립된다.

제명

5.2	연맹 총회가 회원사 제명에 관한 건의사항을 관리이사회로부터
접수하는 즉시 사무총장은 해당 회원사에 건의사항과 그 정당성
에 관한 서면통지서를 발송하며, 연맹 총회가 차기 회의에서 숙고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술청취
및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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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5.3	비공개 회의에서 심도있는 숙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회원사에게
연맹 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연맹 총회는
회원사를 제명할 수 있다. IFRC는 이러한 결정을 관련 회원사
와 정부, 모든 회원사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재가입

5.4	연맹 헌장 제13조 제5항에 따라서 제명된 회원사는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연맹 총회는 연맹 헌장 제7조에 규
정된 절차에 따라 회원사를 가입시킬 수 있다.
-회
 원사가 자격의 정지를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결
정한 이후
-이
 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예견된 미래에 다시는 반복될 가능
성이 없다고 평가된 이후
-회
 원사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이후
IFRC는 이러한 결정을 관련 회원사와 정부, 모든 회원사와 국
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4장 총회
규정 6 정기총회
회의장소 및 시기

6.1	연맹 총회가 차기회의 개회 일자와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관리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연맹 총회는 매 2년마다 정
기적으로 개최되며, 가능한 한 전차회의 후 24개월 내 가까운
시기에 개최된다.
6.2	연맹 헌장 제18조 제1항의 예외로서 IFRC 본부 이외의 장소에
서 개최하자는 회원사의 초청이 회기 중에 있을 경우, 그 초청
의 수락여부를 연맹 총회에서 결정한다.
6.3	그러한 초청은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사가 다음 조항에 관
한 서면 보증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맹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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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승인된다.
a)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모든 회원사에
연맹 총회에 참가할 대표단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보장
b) 효과적인 연맹 총회를 위한 모든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보장
c) IFRC 본부에서 개최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이
외의 추가 경비가 충당될 것이라는 보장
6.4	연맹 헌장 제18조 제3항 적용에 있어서 특히 다음 상황은 예외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 개
 최 희망 회원사가 모든 회원사의 참가권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어 총회를 준비할 수 없을 경우
b) 개최 희망 회원사의 국가가 내부소요를 포함한 형태 여하를
불문한 충돌사태에 개입되어 있어, 그 범위 또는 형태가 회
의 개최를 불가능 또는 부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c) 개최 희망 회원사의 국가가 자연재난을 겪고 있어, 그 범
위 또는 형태가 회의 개최를 불가능 또는 부적합하게 만드
는 경우
d) 개최 희망 회원사가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연맹 헌장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최
희망 적십자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이사회와 만날 기회가 부
여된다.

규정 7 소집

연맹 총회는 규정 6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사
무총장은 최소한 회의 개최 5개월 전에 등기우편 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 관리이사회가 작성한 임시의제와 관련
정보와 함께 소집통지서를 각 회원사에 발송한다.

예외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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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8 회의의제 및 문서
임시의제 내용

8.1	정기총회 임시의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호명
- 의제 채택
- 회원사 가입, 자격정지, 제명 또는 재가입
- 문안작성위원회 임명
- 전차 회의록 승인
- 회장 연설
- 사무총장 보고
- 관리이사회 보고
-재
 정위원회,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준법감시
중재위원회, 선거위원회 보고
- 지난 2년간 회계연도에 관한 사무총장의 재정 보고
- 차기 2년간 회계연도에 대한 사무총장의 예산안 제출
- 연맹 총회가 설치한 자문기구의 보고
- 전차 연맹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
- 관리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 선거 및 임명

임시의제 및
의견

8.2	첫 번째 임시의제는 비공식 협의를 위해 모든 회원사에게 발송
되며, 회원사가 임시의제에 대한 의견 개진, 수정 및 추가 사항
을 제출하는데 충분하도록 통지한다. 회원사의 의견은 연맹 총
회 개최 이전의 끝에서 두 번째 관리이사회가 열리기 적어도 20
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도착하여야 한다. 관리이사회는 이러한
의견, 수정 및 추가사항을 끝에서 2번째 정기회의에서 검토하
고, 연맹 총회 바로 직전에 열리는 관리이사회 회의 20일 전까
지 사무총장 앞으로 추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소집장과 같이 제출될 임시의제를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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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총회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최종 임시의제가 작성된다.
8.3	사무총장은 문서준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정에 따라 회원사
또는 기타 적절한 기구들로부터 문서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모
든 가용한 문서는 회의 개최 40일 전에 발송된다. 2차 문서 발
송은 연맹 총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관리이사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8.4	최종의제는 연맹 총회 결정으로 채택된다. 연맹 총회가 긴급하
고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회기 중 의제에 추가될 수 있다.

최종의제

규정 9 특별회기

규정 7과 규정 8은 세부적인 변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하여 특별회기에 적용된다.

특별회기

a) 만약 연맹 헌장 제18조 제5항에 따라 특별회기가 소집되는
경우 회장이 장소와 시기를 정한다.
b) 회원사가 특별회기 개최를 발의한 경우, 장소와 시기는 회장
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회의는 IFRC 본부에서
개최 요청 접수 후 21일에서 40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한다.
c) 임시의제는 지체 없이 각 회원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규정 10 회원사 대표단

10.1	각 회원사의 대표단은 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단

각 회원사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대표단 명단과 수석대표 임
명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 회기 중 대표
단 구성에 변경이 있는 회원사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
한다.
10.2	심각한 의문이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대표로 등록한 개인들에
게 회원사를 대표할 적법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러한 증거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연맹 총회 의장은 이들
에게 회의장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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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연맹 총회의 전체회의 또는 그 밖의 회의의 의장을 맡은 회원사
대표단 구성원은 소속 회원사를 대표하여서는 안 된다.
10.4	회원사의 알파벳 순서는 회원사가 속한 국가의 불어 명칭의 알
파벳순으로 한다.

규정 11 옵서버
옵서버

11.1	연맹 헌장 제42조에 따라 연맹 총회의 정기회의에 초청받는 옵
서버는 다음과 같다.
a) 국제적십자위원회
b) 기타 국제기구
c)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
d) 국
 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승인 및 가
입이 진행 중인 신생 적십자사

옵서버의 발언

11.2	연맹 총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옵서버는 소속된 기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문서 접근

11.3	옵서버는 사무총장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총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옵서버는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사무총장은 이 문서를 회기 중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배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내빈

11.4	회장은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맹 총회의 전체회기 또는
회기의 일부분에 내빈을 초청할 수 있다.

규정 12 의장직

12.1 연맹 총회 의장은 IFRC 회장이 맡는다.
12.2	회장은 연맹 총회의 전체회의 또는 일부 회의 의장직을 부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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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3 개회 및 업무 수행

13.1	의장은 연맹 헌장 제19조에 따른 정족수가 출석하는 경우에 한
하여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심의의 진행을 허용한다

회의개회 정족수

13.2	의장은 모든 토의를 주재한다. 의장은 본 규정에서 부여하는 권
한 외에 각 본 회의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동 규정의 준수
를 확실히 하며, 문제와 안건을 표결에 붙이고 결과를 공표한다.

규정 14 문본 기탁

14.1	연맹 총회에 제출될 결의안의 제안 문본은 각 회의 전에 번역,
인쇄, 배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야 한다.
14.2	일반적으로 제안 및 수정사항은 대표들이 문본에 대해 정확히
주지하고 있을 때에만 토의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회의 진행
중에 제출된 제안은 연맹 총회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그 회의에
서 토의될 수 있다.
14.3 일반적으로 연맹 총회에 문서로 제출된 보고는 낭독하지 아니한다.

규정 15 언어

15.1	연맹 총회의 6개 공식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
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공식언어는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공식언어이나 실무언어가 아닌 언어(중국어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대표는 실무언어 중 하나로 통역을 제공
해야 한다.

공식언어

15.2	연맹 총회의 실무언어는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전적으로 의제와
관련되는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연맹 총회의 실무언
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한다.

실무언어

15.3	실무언어가 아닌 언어로 발언하고자 하는 대표는 실무언어 중 하
나로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가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타언어

15.4	연맹 총회를 주최하는 회원사가 실무언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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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소요비용을 주최 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동시통역 및
번역

15.5	제네바에서 연맹 총회가 개최될 경우, 실무언어의 동시통역 및
번역은 IFRC 사무국의 책임 사항이다. 회원사의 초청으로 연맹
총회가 다른 곳에서 개최될 경우, 주최 회원사는 규정 6.3에 따
라 실무언어의 동시통역 및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문서

15.6	모든 문서는 실무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연맹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규정 16 토의

16.1	회원사의 대표는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할 수 있다.
16.2	회원사는 발언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순서에 따라 발언권이 주
어진다. 발언권은 의장 또는 법정기관 및 자문기관의 보고관 또
는 개개의 보고, 토의 중에 있는 제안 또는 수정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16.3	축하 또는 감사표현은 단일한 감사 결의 형태로 할 수 있다. 발
언자는 토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여야 한다.
16.4	의장은 발언자의 발언이 토의 중인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국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언자에게 의사규
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발
언자의 발언권을 철회할 수 있다.
16.5	동일 안건에 대한 한 회원사의 발언 참가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나 한 대표단의 제안, 연맹 총회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16.6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자는 토의 중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
여 연맹 총회에서 언제라도 발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 17 제안, 동의, 개의
순서

17.1	의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안, 동의 및 개의는 제출된 순서
대로 토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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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토의 중 한 대표단이 의사진행 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토
의는 중지되고 의장은 즉시 의사진행 상의 문제를 결정한다. 의
사진행 상의 문제를 제기한 대표는 토의가 진행 중인 문제의 내
용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의사진행
상의 문제

17.3	토의의 연기 또는 종결을 위한 동의는 다른 모든 동의에 우선한
다. 의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토의의 연기 또는 종결 동의
또는 의사진행 상의 문제에 관한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은 각각
1명의 대표만이 할 수 있다.

연기 또는
종결 동의

17.4	각 문제에 대한 토의는 발언자가 더 이상 없거나 한 대표단이 제
의하고 다른 4개 대표단이 지지하는 종결 동의가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면 종결된다.
17.5	대표단은 의장의 의사운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는 즉각 투표에 부쳐지며, 의장의 의사운영은 출석하여 투표하
는 회원사의 단순다수결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이의제기

17.6	토의 진행 중 의장은 발언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연맹 총회
의 동의를 얻어 동 명단의 마감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선행된 발언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답변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발언자
명단 마감

규정 18 투표권

18.1	각 회원사 대표단의 수석대표 또는 그의 대리인은 회원사의 투
표권을 행사한다. 규정 30A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
원 선거에서 회원사의 투표는 회원사가 임명한 청소년 대표가
수행한다.(개인 또는 원격으로)
18.2	어떤 회원사도 다른 회원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다.
18.3	연맹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의 투표권이 없다.
18.4	옵서버와 내빈은 투표권이 없다.

규정 19 투표 절차

19.1	일반적으로 투표는 거수로 한다.

일반규정

108 규약 및 규정편

전자투표

19.2	만약 시설이 허용된다면,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호명

19.3	5개 대표단의 요청이 있으면 투표는 호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표단은 알파벳 순으로 호명된다. 첫 번째로 투표하는 회원
사의 이름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비밀투표

19.4	투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단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면
비밀투표로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
록 하거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투표용지로 투표할 경우, 의장
은 출석한 회원사 대표들 중 2명의 계표원을 임명하고, 계표원
은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를 모두
거둔 후 계표를 진행한다.

투표중지

19.5	의장이 투표개시를 선언한 후, 어떤 대표도 투표진행 자체에 관
한 의사진행 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중지시킬 수 없다.

임원 선출된
관한 투표

19.6	선출직 임원(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포함)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이사회 직책과 관련한 모든 선거를 위한 비밀
투표는 관리이사회에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연맹 총
회 첫 날 하루 동안 진행한다. 선거는 두 번의 투표로 나눈다.
첫 번째 투표는 각각 규정 28 및 규정 29에 따라 회장, 부회장
선거로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선거는 규정 30에 따라 관리이사
회 위원사 선거로 한다.

제안에 관한
투표

19.7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제안이 있을 경우, 연맹 총회
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출된 순서대로 투표한다. 연맹 총회
는 각 제안에 대한 투표 후 그 다음 제안에 대한 투표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개의에 관한
투표

19.8	제안에 대하여 개의가 있을 경우, 개의부터 투표한다. 2개 이상
의 개의가 있을 경우, 연맹 총회는 원안과 비교하여 가장 상이
한 개의부터 순서대로 표결하고, 그 다음으로 상이한 개의를 표
결하는 등 모든 개의를 표결에 부친다. 그러나 한 개의의 채택
이 결과적으로 다른 개의의 부결을 의미할 경우 나머지 개의는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하나 이상의 개의가 채택될 경우, 수
정된 제안들을 표결에 부친다. 단지 제안의 일부를 첨가, 삭제
하거나 수정하는 동의의 경우, 동의는 제안에 대한 개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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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9.9	규정 17에 따라 아래 열거된 동의의 순서는 다른 모든 제안이나
동의에 우선한다.

동의의 우선순위

a) 정회
b) 휴회
c)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의의 연기
d)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의의 종결

규정 20 다수결의 정의

20.1	단순 다수결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다수결

20.2	절대 다수결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사들로부터 50%이상의
표를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다수결

규정 21 결정

21.1	결정은 연맹 헌장 제20조에 따라 행하여지며, 모든 투표의 결과
는 의장이 공표하고 의사록에 기재된다. 가중 다수결을 요하는
문제와 관련된 제안의 수정은 본래 제안의 채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다수결을 요한다.
21.2	숙고를 위한 연맹 총회의 결정사항은 총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한 문안작성위원회가 실무언어로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 22 결정 재심의

재심의의 동의에 관한 발언 허용은 그 동의의 발의자와 5개 대표단의
지지를 얻어 그러한 동의에 반대하는 2명의 발언자에게만 허용된다.
그 후 발의자로부터 답변이 있으면 청취 후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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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3 기록
연맹총회

23.1	사무총장은 연맹 총회 회의를 녹음한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
다, 회의록은 총회 토의 요약, 총회 결정사항 문본 및 참가대표
단 명단을 포함한다. 회의록에는 법정위원회 및 자문기관의 보
고서를 첨부한다
23.2	회의록은 연맹 총회 종료 후 6개월 내에 회원사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 및 임명
규정 24 공정한 지역 안배
공정한 지역
안배의 원칙

24.1	공정한 지역 안배의 원칙은 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자격의 회원
사, 관리이사회 위원사,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임명, 선출 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정지역

24.2	연맹 헌장 제5조 5항에 따라 연맹에서의 4개 법정지역은 다음
과 같다.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아시아 태평양
- 유럽

선거

24.3	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자격의 회원사,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
전에 사무총장은 관리이사회 및 관련 회원사와 협의하여 4개 법
정지역에 해당 회원사를 분류한다.
24.4	연맹 총회는 각 법정지역별로 부회장을 임명할 1개 회원사와 5
개 관리이사회 위원사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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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5 성비 고려

연맹 총회, 선거위원회, 관리이사회는 개인 역량으로 수행하는 각 위
원회의 후보자 추천, 임명 또는 선거 시 성비균형의 원칙을 고려한다.
관리이사회 위원사 추천 및 선거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원칙
을 고려한다.

규정 26 회장, 부회장, 관리이사회 위원사 후보자 추천서 제출 및 발표

26.1	회장, 부회장을 임명할 회원사 및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를 위
한 후보자 추천은 회원사가 실시하고, 추천서는 선거가 열리는
연맹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선거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발송하
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선거위원회 위원은 동 선거의 후보
자로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26.2	입후보 추천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원사는 제안하는 후보자가
임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6.3	개인자격으로 임명되거나 선출직 이사회 직책의 후보자 지명
시, IFRC 및 지명 회원사 양측으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증
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 후보자는 IFRC 및 지명 회원사로부터 과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i) 양 기관의 행동강령 위반
(ii) 사기 또는 부패한 행동, 또는 이해상충 위반
(iii) 성착취 및 학대, 성차별 또는 성희롱
b) 후보자를 지명한 회원사와 IFRC가 아는 한 해당 후보자의
선출 또는 임명이 적십자 네트워크의 평판 또는 지위를 위
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26.4	회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선거위원회가 제공한 형식에 맞
게 작성된 이력서와 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간략한 성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회장을 임명할 회원사로서의 지명을 수락한 회원사는 부회장

회장 및 부회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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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통보 시 해당 후보자의 이력서와 성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유사한 고위급 직책을 역임한 경험
이 있어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IFRC 실무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 더 자세한 프로필은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선거위원회가 마련한다.
1개 이상 직책에
입후보

26.5	1개 이상 직책에 대한 입후보는 다음 사항을 이해한다는 조건
하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a) 한 개인이 어느 직책에 선출된 즉시 다른 모든 지명을 철
회한다.
b) 규정 19.6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은 단일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모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입후보 공표

26.6	사무총장은 이력서 및 소개서를 포함한 후보자 지명서를 접수
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연맹 총회 개회 50일 전까지 전자형식을
포함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4개 실무언어로 공표해야 한다.
26.7	연맹 총회의 첫 날 종일 선거위원회는 접수된 전체 후보 지명서
를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에게 제출하고, 투표는 규정 19.6에 따
라 실시한다. 회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직책 후보자들은 규정
24.2에 따른 4개 법정지역 구분에 따라 4개의 별도 명단으로 작
성되어야 한다.

규정 27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추천
재정위원회,
감사위기관리위
원회, 준법감시중
재위원회

27.1	위원회 후보(선거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외) 추천은 공석이 발
생할 경우, 회원사는 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
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 선거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한다. 추천서
는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연맹 총회 전 개최되
는 마지막 정기 관리이사회 최소 60일 전에 도착되어야 한다.
접수된 제안과 27.4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차기 연맹 총회 전 개최되는 마지
막 관리이사회에서 심의될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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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다.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임명을 위한 추천을 포함한
제안사항을 연맹 총회에 제출한다.
27.2	청소년위원회 후보 추천은 공석이 발생할 경우, 회원사는 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
선거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한다. 추천서는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
명이 이루어지는 연맹 총회 전 개최되는 마지막 정기 관리이사
회 최소 60일 전에 도착되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

접수된 제안과 27.4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차기 연맹 총회 개최 최소 40일 전에 각 회원사가 회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이외의 입후보 명단은 4개 법정지역
에 따라 4개의 별도 명단으로 작성한다.
선거위원회는 연맹 총회에 입후보 명단을 제출한다.
27.3	관리이사회는 연맹 총회에 선거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한다.

선거위원회

27.4	다음 규칙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

모든 위원회

a) 규정 26.2 및 규정 26.3은 모든 위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
b) 위원회 입후보는 규정 35A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c) 경
 우에 따라서 선거위원회, 관리이사회, 연맹 총회는 모든 위
원회 내에서 위원 선정에 있어 회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하여 각 위원회의 적절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28 회장 선거

28.1	회장 선거는 연맹 헌장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첫
번째 투표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선거

28.2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1차 투표의 최소득표자는 2차 투표 명단에서
제외한다.

2차 투표

28.3	최소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모두를 제외한다.

가부동수

28.4	2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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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가 필요한 절대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앞의 규정과 같은 방
법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규정 29 부회장 선거 및 임명
선거

29.1	부회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될 회원사의 선거는 회장 선거와 함께
첫 번째 투표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지역 안배

29.2	4개 법정지역에 따라 모든 후보자를 4개 명단으로 분류한 투표
용지 1매가 각 회원사의 수석대표가 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배
부된다. 각 회원사는 각 명단에 투표할 수 있지만 각 명단에서
한 명 이상에게 투표할 수 없다. 4개의 명단 중 어느 하나라도 1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29.3	각 명단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선출 및 임명된다. 투표결과
가 동수일 경우, 한 후보자가 다수득표를 할 때까지 계속 투표
한다. 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한 회원사에 관한 연맹 총회 선거는
해당 회원사가 지명한 후보자의 임명을 자동적으로 포함한다.

규정 30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
시기 및 자격

30.1	관리이사회 위원사 선거는 일단 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종료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두 번째 투표로 진행한다. 관리이사회 위
원사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지역 안배

30.2	4개 법정지역에 따라 모든 후보자를 4개 명단으로 분류한 투표
용지 1매가 회의에 출석한 각 수석대표에게 배부된다. 각 회원
사는 명단에 있는 회원사에게 투표하되 각 지역 내에서 5개 이
하의 회원사에 투표한다. 회원사가 어떤 지역에서 5개 회원사
를 넘는 회원사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다수결

30.3	각 지역에서 최다 득표한 회원사들이 선출된다. 만약 어떤 지역
의 명단에서 동수가 나왔을 경우, 동수 득표한 회원사 간 오직 그
지역의 남아있는 공석에 대하여 2차 또는 3차 투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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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0A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

30A.1 청
 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제안된 후보자는 다른 위원
회의 임명이 완료되면 연맹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소년위
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시기

30A.2 청
 소년위원회 위원 선거는 4개 법정지역에 따라 모든 후보자
를 4개 명단으로 분류하여 단일투표로 진행한다. 각 회원사는
30A.4 및 연맹 청소년정책에 따라 회원사가 임명한 청소년대
표에게 단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위원 선거

각 회원사는 명단에 있는 후보자에 투표를 하되 각 법정지역
내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2명 이상의 후
보자에게 투표를 한 회원사의 투표는 유효하지 않다. 각 법정
지역에서 최다 득표한 2명의 후보자가 선출된다. 만약 어떤 지
역의 명단에서 동수가 나왔을 경우, 동수 득표한 회원사 간 오
직 그 지역의 남아있는 공석에 대하여 2차 또는 3차 투표가 이
어진다.
30A.3 청
 소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투
표로 진행한다. 각 회원사는 30A.4 및 연맹 청소년정책에 따
라 회원사가 임명한 청소년대표에게 단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최다득표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만약 동수일
경우, 1명의 후보자가 다수의 표를 받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
시한다.

위원장 선거

30A.4 3
 0A.2 및 30A.3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임명한 청소년대표는
선거위원회가 승인한 안전한 전자투표 장치를 사용하여 비밀
투표로 연맹 총회에서 또는 원격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권 행사

규정 31 공석

31.1	회장직의 공석관련 사항은 연맹 헌장 제25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회장공석

31.2	부회장 중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사는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위
원회와 협의한 후 잔여 임기를 채울 다른 부회장을 임명한다.

부회장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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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회
위원사 공석

31.3	관리이사회 위원사 중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맹 총회는 차기
회의에서 규정 24 및 규정 25를 고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선된 위원사의 임기는 선거가 실시될 다음 총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사무총장 공석

31.4	사무총장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a) 규
 정 31.4(b)에 따라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기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b) 연
 맹 총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선발후보자 명단을 작성
하기 위해 관리이사회 위원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이사회는 선발후보자 명단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다. 결정은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관리이사회가 31.4(b)에 따라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임명할 때
까지,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부총장
이 공석인 경우 회장은 사무차장 및 국장 중에서 임시 사무부총
장을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장의
공석: 부위원장의
역할

31.5	위원회 위원장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이사회에서 31.6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기능
을 대신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리이사회에 참석한다.

위원회 위원장 또
는 위원의 공석

31.6	규정 31.5에 대한 저해함 없이, 임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든(가
능한 이익의 충돌을 포함)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연맹 총회 다음 세션이 개최될 때
까지 임시 위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의
공석 발생 시는 예외적으로 관리이사회가 임시 선거위원회 위
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선거위원회에서 관리이사회에
임시 위원장 또는 위원을 제안할 수 있다.
연맹 총회는 규정 24 및 규정 25에 따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신
임 위원장 또는 위원을 차기 회의에서 임명한다. 선거위원회의
공석 발생 시는 예외적으로 연맹 총회가 선거위원회 위원장 또
는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선거위원회에서 연맹 총회에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장 또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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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선거(상황에 따라)가 실시되는 다
음 연맹 총회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31.7	자문기관 의장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연맹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가 차기 회의에서 공석을 채울 때까지 해당 기
관의 부의장이 의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리이사회(해당 되는
경우)에 참여한다.

자문기관
의장직 공석

제6장 관리이사회 및 사무총장
규정 32 관리이사회

32.1	관리이사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IFRC 본부나 관리이사회가 결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또는 관리이사회 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통신수단, 기타 전
자 및 가상수단을 사용하여 개최한다.

관리이사회
회의

32.2	관리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장에는 회의 장소, 개회 일
자 및 회의 기간이 명기되어야 한다.

소집

32.3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요청할 시 부회장 중 한 명이 관리이사
회 회의를 주재하며, 본 절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한다.

의장

32.4	회장과 합의 하에 사무총장이 작성한 임시의제는 관리이사회
위원들에게 발송된다. 의제와 함께 모든 관련 문서도 동봉한다.
문서는 각 위원들의 선호에 따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회의 개
최 최소 15일 전에 발송되며, 적절한 전자수단을 통해서도 가능
하다.
32.5	관리이사회 실무언어는 아랍어,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실무언어

32.6	4개 실무언어 중 하나로 행하는 발언은 다른 3개 언어로 통역된다.
32.7	4개 실무언어 이외의 언어로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장의 허가
를 얻어야 하며, 4개 실무언어 중 하나로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32.8	규정12부터 규정 23은 세부항목의 합당한 변경과 별도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개월 내

이사회 업무수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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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회원사에게 제출한다는 수정과 함께 관리이사회 업무 수행에
적용된다. 관리이사회는 업무수행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한
때때로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매뉴얼 또는 지침서에 대한 절차를 마
련한다.

규정 33 사무총장

33.1	연맹 헌장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이사회는 사무총장직에 적
용될 수 있는 일반조건(안)을 준비한다.
특별 실무구룹

33.2	사무총장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
는 조건 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또는 특별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문서

33.3	사무총장은 연맹 총회, 관리이사회, 위원회 및 자문기관의 문
서, 보고서, 결정사항, 권고사항을 접수하고 연맹 총회 실무언
어로 번역하여 배포를 준비하고 이들 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결정사항의 전달

33.4	사무총장은 연맹 총회와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사항과 권고
사항을 각 회의가 종료된 후 관리이사회 위원들에게는 15일 내
에, 각 회원사에는 30일 내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규정 34 IFRC의 대표
IFRC의 대표

34.1	연맹 헌장 제25조 제2항 (e) 및 제27조 제2항 (g)에 의거하여,
특히 연맹의 기관들이 소집하지 않은 대규모 회의와 소규모 회
의에서 IFRC를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회원사의 대표자는 연맹
총회, 관리이사회,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표명한 공식적인 견해
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IFRC의 대표로서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34.2	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IFRC의 대표자들 모두가 적절한 브리핑
과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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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원회
규정 35 공통 절차

35.1	동 규정은 특별히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연맹 헌장 제28조에
따라서 설립된 위원회에 적용된다.

적용

35.2 각 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위원장

35.3	재정위원회, 감사위기관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최소 연 2회
관리이사회 정기회의에 앞서 열린다.

활동 방식

준법감시중재위원회와 선거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만난다.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자체 업무절차에
각
합의한다. 업무절차에는 위원회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장성 범위
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다.
준법감시중재위원회 및 그 패널의 활동 및 보고서는 비공개로
한다.
35.4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집장에는 장소, 개최 일시
및 회의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소집

위원장이 작성한 임시의제는 각 위원들에게 발송된다. 의제에
는 사무총장이 준비한 관련 문서를 동봉한다. 문서는 최소한 회
의 15일 전에 수령인들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35.5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동 절차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
인해야 하고, 관리이사회와 연맹 총회에 제출할 위원회 활동보
고서를 준비한다.

의장

35.6	위원회의 결정은 최소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유효하며, 출
석하여 투표하는 위원의 단순 다수결로 성립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

 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관리이사회에서 합의해야 할 가능성이
35.7 위
있는 이익의 충돌과 관련한 행동 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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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5A 위원 프로필
재정위원회

35A.1	재정위원회 입후보자는 재정에 박식하며, 회원사에서 활동한
기록과 함께 재정관리 분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관련 고위직
에서 전문경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IFRC의
4개 실무언어 중 하나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보고를 비롯한 재정관리, 투자 관
리, 모금, 보상, IFRC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 인도주
의 활동에 대한 이해, 비영리 분야, 정보기술 등 전문분야에서
종합적인 식견이 높아야 한다.
재정위원회 위원 중 1명은 국제적십자운동으로부터 독립된 사
람이어야 한다.
모든 위원들은 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
건전한 판단, 객관성 및 고도의 윤리의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감사위기관리
위원회

35A.2	감사위기관리위원회 후보자는 재정에 박식하며, 최소한 5년 이
상 관련 고위직에서 전문경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들은 재정 보고, 국제적십자운동 이슈, 내부 통제환
경, 내외부 감사, 정보관리, 평판위기관리, 재정위기관리 중 적
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박식해야 한다. 감사위기관
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관련 재정관리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재무보고과정에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동 위원회 위원 중 1명
은 국제적십자운동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위
원들은 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건전
한 판단력, 객관성, 고도의 윤리의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감사위기관리위원회 경험은 선호사항이다.

청소년위원회

35A.3청
 소년위원회 입후보자는 18세 이상 31세 미만이어야 한다. 후
보자들은 소속 회원사에서 관리 또는 청소년 개발에 관한 경력
이 있어야 하며, IFRC 4개 실무언어 중 한 가지 언어로 효과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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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A.4회
 원사 또는 개인 역량으로 임명된 연맹의 공식 직책을 수행하
는 개인은 준법감시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준법감시
중재위원회

35A.5 회
 원사 또는 개인 역량으로 임명된 연맹의 공식 직책을 수행하
는 개인은 선거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선거위원회

제8장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재정
규정 36 채무불이행 선언

연맹 헌장 제10조1 및 제36조에 따라 미납된 분담금액이 당해 연도에
부과된 분담금과 지난 2년간 부과된 분담금의 합계를 초과한 경우 해
당 회원사는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고려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당해 연도 법정분담금을 재정위원회 4월 회의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위원회는 해당 회원사에 이를 즉시
납부거나 미납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다. 만약
이 문제가 관리이사회 10월 회의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위
원회는 해당 회원사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제안
과 연맹 헌장 제10조1 제2항 및 제36조 제7항에 명시된 결과를 명시
하여 동 문제를 관리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한다.

규정 37 연차 사업보고서 및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 미제출

연맹 헌장 제10조1 및 제11조에 따라 회원사가 연차 사업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3년 연속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원사의 권리가 제한된다.
동 자료 미제출 2년 후에는 해당 회원사에 타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경
고장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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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지역회의
규정 38 지역회의
지역회의
절차규정

연맹 총회는 지역회의 절차규정을 동 절차규정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제10장 자문기관
규정 39 자문기관
정의

39.1	자문기관은 업무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연맹 헌장 제17조 제
1항 (h)와 제2항 (a)에 따라 관리이사회 또는 경우에 따라 연맹
총회가 설치한 기관이다. 관리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는 자문기
관에 대한 위임사항과 소관기간을 정한다.

지역안배 및
성비 고려

39.2	자문기관 설치 시, 관리이사회 또는 경우에 따라 연맹 총회는
회원사들의 공정한 지리적 대표성과 IFRC 활동에서 성비 균형
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이사회 또는 경
우에 따라 연맹 총회는 자문기관 위원장, 최소 1명의 부위원장,
위원들을 임명하며, 이들의 임무와 임기를 정한다. 관리이사회
또는 경우에 따라 연맹 총회는 회원사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접 결원 보충을 결정할 수도 있다.

대표

39.3	자문기관의 위원에는 회원사 대표 또는 개인 자격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자문기관 위원수는 통상적으로 9명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재정문제

39.4	지출경비를 포함하는 자문기관의 제안 또는 권고사항은 이에
대한 재정 및 행정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제안된 지출경비가 예
산으로 충당될 수 없을 경우, 연맹 총회 또는 경우에 따라 관리
이사회가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결정되
거나 채택될 수 없다.

활동 방법

39.5	39.5 관리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이들
의 직무수행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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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정규정
규정 40 재정규정

연맹 총회는 여비지원규정을 포함한 IFRC의 재정운영규정을 작성한다.

재정규정

규정 41 위원회 또는 자문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재정문제

41.1	위원회 또는 자문기구가 연맹 총회나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
기 위하여 제출한 지출경비를 포함하는 제안에는 사무총장이
준비한 예상 경비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2	사무총장은 위원회 또는 자문기관이 연맹 총회 또는 관리이사
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모든 제안의 세부 예상비용을
해당 기관에 계속 알려야 한다.

제12장 최종규정
규정 42 헌장 개정

42.1	연맹 헌장 제47조에 따라, 제안된 연맹 헌장 개정안의 본문은
이 개정안이 심의될 연맹 총회의 개회 5개월 전까지 회원사에
송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어
야 한다.
42.2	연맹 총회는 채택된 개정안의 시행 일자를 정한다.

규정 43 절차규정 개정 및 정지

43.1	본 절차규정에 대한 개정 또는 추가는 관리이사회가 임명한 적
절한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연맹 총회가 접수하여 검토했
을 경우 연맹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다.

절차규정 개정

43.2	연맹 헌장의 관계 규정과는 별도로 연맹 총회는 본회의에서 단순
다수결로 본 절차규정 중 어떠한 규정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정지의 제안 사유가 그 제안이 심의될 회의의 개회 24시간 전까

절차규정 정지

124 규약 및 규정편

지 사무총장을 통해서 대표단에게 통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규정 44 규정 간의 모순, 해석, 발효
규정간의 모순

44.1	본 절차규정과 연맹 헌장의 조항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연맹 헌
장의 조항이 우선한다.
44.1	연맹 헌장 또는 절차규정의 조항과 동 절차규정에 따라 합의된
기타 규칙, 규정, 절차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연맹 헌장 또는
절차규정이 우선한다.

해석

44.2	반대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 절차규정에서 정한 표현은 연
맹 헌장에서 정한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발효

44.3	본 절차규정은 제21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종료 시(2017.
11. 8)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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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국제활동 조직에 관한 합의서
(세비야합의서)
전문
국제적십자운동의 사명은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며, 특히 무
력충돌과 그 밖의 긴급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존중을 보장하
며, 질병예방과 건강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며, 항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지속적인 준비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며, 보
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범세계적인 결속을 고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공동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십자운동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공평한 인도적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
구에 신속성, 융통성, 창조성을 가지고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
은 힘을 합해 그 다양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구성기관들은 상호 신뢰의 정신으로
효율적 협력을 통하여 적십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분명한 목적 의식과 공동 사명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기반 위에서
국제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격은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와 보충적 역할 및
권한을 가진 구성기관들 간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의 준
수 및 명확히 분할된 임무를 연결하여 함께 일하는 협력을 의미한다.
이 합의서는 사업운영관리서 또는 양해성명서 보다 상위이다.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 간의 태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추구한다. 협조 정신의 채택으로 국제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들은 세계적인 인도적 사업의 동반자로서 다른 구성기관
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긴다. 이 합의서는 단순한 업무 분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협력
에 관한 합의서이며,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이 긴밀
한 협력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는 모든 국제 활동에 적용된다. 구성기관 개개의 특화
된 분야와 보충적 역량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각각이 수행하는 임
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활동의 연속성을 규정하고,
구성기관들 간의 보다 강한 일체감과 결속, 상호 신뢰성, 책임 분담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국제활동 조직에 관한 이 합의서는 각 구성기관이 설
정된 목표를 가지고 다음의 세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하도록 새로운 공동전략의 필수
요소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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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적십자운동의 많은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도적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
-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을 더욱 존중하고 장려
-적
 십자의 모든 구성기관이 최대한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국
제적십자운동을 창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합의서 범위
1.1

이
 합의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과 제네바협약이 위임한 활동을 제외
하고 구성기관들이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력에 의하여 수행할 국제활동
에 적용된다.

1.2

구
 성기관들의 “국제활동”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3조 제3항과 제5항에
규정된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과 동 규약 제5조 제2·3·4항에 규정된 국
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의 활동 및 동 규약 제6조 제3·4·5항에
규정된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의 활동을 말한다.

1.3

이
 합의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구성기관들
간의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력으로 수행되는 국제활동 조직에 관하여 규
정한다.
- 각국 적십자사와 IFRC 간
- 각국 적십자사와 ICRC 간
- 각국 적십자사 상호 간
- ICRC와 IFRC 간
- ICRC, IFRC 및 각국 적십자사 간

1.4

이
 합의서의 어떠한 조문도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및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규정된 각 구성기관의 독특한 역할과 권한을 제한 또는 감손(減損)
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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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합의서 목적 및 취지
합의서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국
 제적십자운동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증진시키고,
자연적 또는 기술적 재해와 그 밖에 평화 시의 긴급상황과 재난 상황에 처
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물론, 무력충돌이나 국내분쟁과 그것들의 직접적
인 결과로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및 발전사업에 있어서 가능
한 한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하기 위함
b) 위
 의 제2조 a)에 언급된 상황에서 구성기관들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함
c) 각
 국 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운동의 국제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적십자사의 발전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d) 국제적십자운동 안에서 구성기관 각각의 정의와 국제활동 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제거하기 위함
e) ICRC, IFRC 및 각국 적십자사간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제3조 지침이 되는 원칙
구성기관들의 국제활동 조직은 항상 국제적십자운동을 지도하는 가치관과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음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제4조 관리원칙
이 합의서에서 ‘선도역할(lead role)’과 ‘선도기구(lead agency)’로 정의되는 두 가
지 조직상의 개념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함축되어 있다.

A) 선도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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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각 구성기관들에게 특정 권한을 위
임하여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선도역할을 하도록 한다.

4.2

선
 도역할의 개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그 밖의 파트
너의 존재를 의미한다.

B) 선도기구
4.3

선
 도기구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상의 도구
이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한 기구가 선도기구의 기능을 위임받게 되며,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의 전반적인 지휘와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4

선
 도기구라는 개념은 일차적으로 위의 제2조 a)에서 언급된 긴급상황에 적
용되며, 희생자들의 대규모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와 이
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당국 적십자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신
속하고 일관적이며 효과적인 구호가 필요하다.

4.5

선
 도기구의 책임과 전반적인 지휘 하에서 구성기관들간의 효과적인 조정
은 적절한 협의장치의 구축과 참여하는 모든 기구들이 조정규칙과 절차를
지킨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4.6

운
 영의 효율성은 적절한 사전훈련과 운영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준
비에 좌우된다.(긴급대비)

제2장 국제구호활동
제5조 국제구호 운영의 조직
5.1

선도기구가 필요한 상황
A)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및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이 의미하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국내 분쟁 및 그것들의 직접적인 결과
a) 제네바협약과 이 합의서에서 의미하는 “무력충돌 상황”이라는 말
은 해당 충돌로 인한 희생자 보호와 원조에 관한 한 무력충돌 당사
국 영토전역을 포함한다.
b) 제네바협약에서 의미하는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말은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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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충돌 희생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적대행위 종료
를 넘어 전반적인 평화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되어 적용된다.
c)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말은 또한 전반적인 평화 회복이 이
루어져 특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며 중재자인 ICRC의 개
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충돌사태 이후, 특히 복구 및 재
건사업 기간 동안 구호를 필요로 하는 희생자들이 잔존하는 상황
에도 적용된다.
d)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란 말은 특히 대규모 난민의 이동 이후, 충
돌 당사국도 아니며 국내 분쟁의 영향도 받지 않는 국가의 영토에서
충돌 희생자들이 발견되는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 운영 적십자사(Operating National Society)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
을 필요로 하여 “적십자 재난구호 원칙과 규정”의 적용이 요청되는 평
화 시의 자연적·기술적 재난 및 그 밖의 긴급한 재난상황
C) 자연적·기술적 재난을 동반한 무력충돌

5.2

무력충돌과 국내분쟁(식별 요소)
본 합의서의 적용과 구성기관들의 국제활동 조직을 위하여,
a) 무력충돌은 무력행위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에 발생하여 최
소한의 무력행위 조직을 가져올 때 존재한다.
b) 국내분쟁은 무력행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집단검거, 강제실종, 보
안상 이유의 구금, 사법적 보장의 중지, 비상사태 선포, 계엄령 선포 같
은 특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반하는 장기간의 심각한 폭력행위나
폭력이 잠재된 상황을 의미한다.

5.3

각 구성기관의 선도기구 역할

5.3.1 제
 5.1조 제A항의 a), b) 및 제C항(자연적·기술적 재해를 동반한 무력충
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국내 분쟁 및
이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상황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ICRC가 선
도기구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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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제5.1조

제A항의 c), d) 및 제B항(운영 적십자사의 운영능력을 초과 하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평화 시의 자연적·기술적 재난 및 그 밖의 긴급한 재
해)에서 언급된 상황의 경우에는 IFRC가 선도기구로 활동한다.
5.3.3 각국

적십자사는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3조 제3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ICRC나 IFRC와 협력할 것을 전제로 자국영토 내에서 국제
구호의 조정이 필요한 선도기구의 기능을 맡을 수 있다.
5.3.4 ICRC가

이미 활동중인 충돌상황에서 자연적·기술적 재난이 발생할 경
우, ICRC는 구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적절한 전문기술의 제
공을 IFRC에 요청한다.
5.3.5 IFRC가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충돌 또는 국내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합의서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5.4

의외의 상황
제2장 제5.1조와 제5.3조에 언급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의외의 상황을 다
루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은 선의와
상식으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의해 인도
되고, 희생자들을 위하여 전체 적십자운동 내에서 최대한의 운영 효율성
과 조화로운 협력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5.5

경과규정

5.5.1 상
 황변화의 결과, 본 합의서의 관련 조문에 따라 국제구호활동의 지휘
및 조정 책임이 ICRC나 IFRC로부터 이전된다면, 현재의 선도기구는
운영 적십자사(Operaiong National Society)의 동의와 참여 적십자사
(Participating National Society)와의 상의를 거쳐 선도기구의 기능을 인
계 받을 구성기관이 새로운 국제구호 활동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조화
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2 단계적으로

철수 중인 국제구호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기부자들이 동
의할 경우, 활용 가능한 자금과 물자 및 현장에 배치된 보급물자들이 새로
운 활동의 목적에 적합하다면, 차후 운영의 전반적 지휘와 조정을 책임지
는 선도기구가 그 처분을 맡는다.
5.6

각국 적십자사가 행하는 그 밖의 국제구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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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희
 생자들의 욕구가 선도기구 하의 국제구호 활동 조직을 필요하지 않는 상
황에서 충돌 또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적십자사에 직접 원조를 제
공하는 적십자사는 상황에 따라 ICRC나 IFRC에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5.6.2 자연적·기술적

재난의 경우 이웃 적십자사 간의 상호 긴급구호 원조 합의
와 적십자사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는 IFRC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5.6.3 하
 나 또는 몇몇 적십자사가 ICRC나 IFRC에 원조를 요청하거나, 그 중 한
곳에 구호물자를 인계했다는 사실이 본 합의서에서 규정한 두 기구 간의
기능과 책임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경우
자격을 지니지 않은 기구는 관련 적십자사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
며, 자격 있는 기구에 지체 없이 그 문제를 위탁해야 한다.

5.7

운영 상의 어려움

5.7.1 ICRC나

IFRC가 지휘, 조정하는 국제구호 활동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선도기구는 오직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장애가 가능
한 한 조속히 극복되고, 결집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
련 구성기관들과 상의하여야 한다.
5.7.2 선
 도기구와 관련 구성기관들이 그들 각각의 임무나 본 합의서에 규정된 임
무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선례로서 결코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임시조치
의 이행을 적절한 경우에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5.8

유엔전문기구

5.8.1 적
 십자사가 유엔전문기구와 협력합의서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국제적
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단일성과 독립성을 보존할 일관적인 접근을 유지
하기 위하여 ICRC 및/또는 IFRC에 알려야 한다.
5.8.2 그러한

적십자사는 특히 IFRC 및/또는 ICRC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과 공식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어떠한 협상에 대해서도 IFRC
및/또는 ICRC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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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구호활동의 전반적인 지휘 및 조정에 대한 책임
6.1

ICRC나

IFRC가 선도기구로 국제구호활동의 전반적 지휘와 조정을 행사
하는 본 합의서에 규정된 상황에서 그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
반한다.

6.1.1 일반적 책임
a) 희생자들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근거하여
국제구호활동의 전반적인 목표를 정하는 일
b) 이 목표의 이행을 지휘하는 일
c) 모든 구호활동이 효과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보장하는 일
d) 적십자 파트너들과 적절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일
e) 다른 기구(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들의 인도적 활동이 희생자들을 위
한 것이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을 경우, 적십자의 구
호활동을 이러한 기구의 인도적 활동과 조정하는 일
f) 국제구호 활동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활동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적십
자 파트너들의 호응을 조직적으로 수립하는 일
g) 구호활동을 위한 재정 동원과 필요 시 기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적
십자 활동의 통합을 호소하는 일
h) 국제구호활동을 위하여 동원된 자원 운영 및 참여 적십자사가 안전하
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i) 프로젝트 대표단이 참여 및 운영 적십자사 간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 합의를 추진하는 일
6.1.2 특수한 책임
A) ICRC가 선도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
a) 국제인도법 관련 규정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중립, 독립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모든 충돌 당사국과의 관계와 연락체계를 확립
하여 유지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국제구호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일
b) 충돌 당사국 및 제네바협약 체약당사국 정부대표와 상의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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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활동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맡는 일
c)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현지에서 구호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의 신체
적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고 입증된 모든 조치의 적용을 규정
하고 보장하는 일
d) 보호 목적의 적십자표장 사용과 관련된 시행법규의 존중을 보장 하
는일
e) 관련 적십자사들과 협의하여 구호활동 진행과정과 관련된 발표문
을 작성하는 일
B) IFRC가 선도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
a) 참여 및 운영 적십자사들이 “적십자 재난구호 원칙과 규정 (1995)”
및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의 행동강령(1995)”
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일
b) 가능한 모든 형태의 구호를 위한 동원 및 조정을 허용하기 위하여 재
해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각국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일
c) 긴급한 상황 이후에 재건과 복구계획의 확립과 발전을 촉진하고 이
러한 목적을 위해 타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동원하는 일
d) 해당국 적십자사의 동의와 지원국 적십자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
구호 활동의 종결시점에 활용 가능한 물자나 자금의 사용을 결정
하는 일
6.2

적십자사의 자국 영토 내에서의 국제구호활동 조정

6.2.1 고려사항
- 상황의 본질과 활동 이행에 따르는 결과적 제약
- 충족되어야 할 욕구의 범위
- 배치할 물류 수단
-국
 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해당 적십자사의 준비와 능력

ICRC나
IFRC가 규정한 일반목적에 동의하고 이에 근거할 것을 전제로 하
여 상황에 따라 적십자사는 자국 영토 내에서 국제구호활동의 조정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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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도기구로 활동할 수 있다.
6.2.2 이
 러한 상황에서 자국 영토 내에서의 적십자사의 조정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책임을 포함한다.
a) 국제구호활동을 위하여 규정된 전반적 목표의 이행을 지휘하는 일
b) 국제구호활동을 위해 참여 적십자사의 인력을 운영 적십자사가 자기 권
한 하에 두고 업무를 지휘하는 일
c) 대표단을 두고 지역적으로 활동 중인 다른 기구(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의 인도적 활동이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
칙을 따르고 있을 경우, 적십자 구호활동과 이러한 기구들의 인도적 활
동을 조정하는 일
d) 공공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구호활동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일
e) 적십자표장 사용과 관련된 시행법규의 존중을 보장하는 일
f) 국제구호활동이 “적십자 재해구호 원칙과 규정(1995)” 및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의 행동강령(1995)”에 따라서 수행되고
인도되는 것을 보장하는 일
g) ICRC 또는 IFRC을 통하여 국제구호활동에 활용토록 주어진 재정적,
물적 자원이 경우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는 일
h) 경우에 따라, 제시된 전반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동
원하기 위하여 국제호소에 호응한 기부자들에게 IFRC이나 ICRC가 보
고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 진행에 관하여 필수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
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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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십자운동의 강화 : 발전 및 기능적 협력
모든 구성기관들은 각각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광범위한 발
전 접근법을 고안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상호보완 정책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각국 적십자사의 발전
7.1

각국 적십자사는 자체의 발전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7.1.1 각
 국 적십자사는 형편이 허용하는 한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발전합의에
의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적십자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7.1.2 그
 러한 합의는 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7.2  IFRC는 각국 적십자사의 발전활동과 국제적 발전계획 지원조정에 있어서
선도역할을 한다. ICRC는 자체 정관의 핵심적 권한 내에 속한 사항에 대
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7.2.1 발
 전활동에 있어서 IFRC의 특수임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다른 구성기관들과의 협의 하에 국제적십자운동을 대표하여 발전 정책
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일
b) 각국 적십자사 발전계획과 사업제안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일
c) 프로그램 입안과 기획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일
d) 발전을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정에 관한 범주를 정하는 일
7.2.2 ICRC는 IFRC와의 조정을 거쳐 다음 사항에 있어서 각국 적십자사의 발
전에 기여해야 한다.
a) 각국 적십자사의 설립과 재조직에 있어 기술적·법률적으로 지원하
는일
b)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인도법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보급활동을
지원하는 일
c) 국제인도법의 장려와 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각
국 적십자사를 포함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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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충돌상황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를 준비시키는 일
e)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각국 적십자사의 요원 연수에 기여하는 일
7.2.3 무력충돌

상황과 국내분쟁 및 그 직접적인 결과에 있어서 IFRC는 ICRC가
본 합의서 제5.3조에 따라 선도기구로서 활동하며 희생자들을 위하여 구
호운영의 지휘 및 조정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관련 국가의 적
십자사 발전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7.2.4 무
 력충돌 상황과 국내분쟁 및 그 직접적인 결과에 있어서 ICRC는 그러한
운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 경우 ICRC는 이와 관련된 해당 적십자사와 IFRC의 계획을 조
정해야 한다.
7.2.5 적십자사가

그 완전성을 지키지 못하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ICRC와 IFRC 중 한 기구에서 제기된 경우, 언제
라도 두 기구는 공동으로 또는 각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권장할만한
일을 서로 상의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취할 조치와 그
에 따른 결과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기능적 협력
8.1

국
 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결집된 행동은 일반적 또는 특수한 사례 시
에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물론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상호간
의 협력과 조정에 좌우된다.

8.2

ICRC, 각국 적십자사 및 IFRC 간의 기능적 협력은 특히 다음의 국제활
동에 적용된다.
a) 각국 적십자사의 설립, 승인 및 통합성 보호
b) 적십자표장의 사용과 존중
c) 국제구호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연수 및 요원의 준비
d) 대표단 차원에서의 협력
e) 국
 제활동의 현장에 있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계자들과
의 관계
f) 국제적 모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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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본
 합의서의 제3조 및 제4조에 약술된 원칙은 ICRC와 IFRC가 특수분야에
있어서 기구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보다
상세한 양자간 합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참고가 되는 틀로 사용될 수 있다.
8.4  구
 성기관들 간의 기능적 협력의 발전과정과 외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진
전을 위한 기회는 ICRC와 IFRC 내의 국제활동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각
국 적십자사들과 함께 욕구를 예상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
와 정례적인 협의를 함으로써만 향상될 수 있다. 개개의 특수분야에 관한
주도권은 해당 분야에서 선도역할을 하는 기구가 가지는 것이 최선이다.

제9조 의사소통,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및 국제인도법
9.1  홍
 보 및 정보
9.1.1 ICRC,

IFRC 및 각국 적십자사는 홍보에 있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국제적십자운동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한편, 국제
적십자운동에 대한 공통된 이미지 제시와 국제적십자운동에 대한 이해 증
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
9.1.2 인도주의

원칙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
표자회의가 선포한 정책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캠페인 조
정과 소통 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구성
기관의 선도역할을 고려하여 그러한 영향에 대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9.2  국
 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9.2.1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은 구성기관들과 의결기관들이 기본원칙
을 존중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9.2.2 ICRC는

기본원칙의 보전과 보급에 있어서 선도역할을 한다. ICRC와
IFRC는 각국 적십자사가 기본원칙을 보급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각
국 적십자사는 자국 내에서 기본원칙을 고취하고 보급하는데 주도적 역
할을 한다.
 제인도법
9.3  국
9.3.1 ICRC는

국제인도법을 장려, 발전, 보급하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IFRC는 국제인도법의 장려와 발전에 있어서 ICRC를 지원하고, 각국 적십
자사에 인도법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ICRC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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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자국 정부가 인도법을 보급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제인도법의 존중과 적십자표장의 보호를 보장하
기 위하여 자국 정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및 최종규정
제10조 이행
10.1 국
 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들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7조에 따라
국제활동 조직에 있어서 본 합의서의 존중과 이행을 약정한다.
10.2 각 구성기관(IFRC, ICRC 및 각국 적십자사)은 각각 본 합의서 규정의 이
행을 책임지며, 자체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0.3 ICRC와 IFRC는 본 합의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개별적인 책임 외에, 그들
의 지휘와 조정역할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합의서가 국제적십자운동 구
성기관들에 의해 충분히 존중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특별한 책임
을 진다.
10.4 국제활동에 있어서 선도기구로 활동하도록 빈번하게 요청받는 기구로서
ICRC와 IFRC는 다음을 할 필요가 있다.
- 공동 관심사항인 세계적 활동정보를 공유하는 일
-구
 성기관들 간의 원활한 협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을 토의
하는 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떤 해결책이 가장 적합한지를 합의하는 것
은 이들 두 기구가 할 일이다.
10.5 상
 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8조가 부과한 역할에 따라 ICRC와
IFRC에 본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연례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본
보고는 협의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적십자사에 전달된다.
10.6 상치위원회는 합의서를 매 차 대표자회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본 합의서의 정례적인 검토절차를 수립하게 된다.
10.7 만약 본 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구성기관들 간에 의견차이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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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견차이가 달리 해결될 수 없다면, 상치위원회는 설득과 조정이
실패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 간의 의견차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적절한 때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독립된 특별기관을 설립
할 수 있다.

제11조 최종규정
본 합의서는 ICRC와 IFRC 간에 체결된 1989년 합의서를 대체한다. 이 합의서는
1997년 11월 27일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의 결의사항 제6호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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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비야합의서 이행 증진을 위한 보완 대책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사항 8호 부속서류)

본 문서는 세비야합의서의 이행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문서는 명확
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문서는 역할
과 책임, 선도기관의 개념, 조정,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의서에 관한 지식
증대 등 향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합의서의 이용자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문서는 적용 조건 및 아무런 내용 수정 없이 세비야합의서를 보충한다.
1.

주최국 적십자사 및 선도기관의 역할과 책임

1.1	국제적십자운동은 피해자 및 피해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을 관리하고, 폭
넓은 인도적 지원 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국제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조정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비야합의서
는 선도기관의 개념을 국제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상의 도구로 정의한
다. 선도기관은 동시에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중 하나에 배정된다.
1.2	주최국 적십자사는 항상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유지한다. 세비야합의서는 오직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의 국제활
동 조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적십자사는 모든 상황
하에서 자체 임무에 따라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국제활동
과 관련하여 주최국 적십자사는 어떤 상황에서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선도기관의 “제1차적 파트너”(primary
partner) 이다.
1.3	세비야합의서에서 선도기관의 기능은 대규모 희생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신
속하고, 응집력 있는, 효과적인 구호활동이 요구되는 비상상황 시에 주로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임시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한 국가에서 주최국 적십자사에게 부여된 활동과 국제적십자운동 구
성기관들의 보충적인 국제활동의 공존은 복잡한 국제적십자운동 활동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선도기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선도기관은 주
최국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가 될 수 있다.
1.4	선도기관의 지휘 하에서 국제적십자운동의 조정은 주최국 적십자사와 ICRC 또
는 IFRC 간에 실무적 협력관계가 만족할 만하게 전개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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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국제활동에 참여한 모든 여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활동 방
향 및 조정에 있어서 주최국 적십자사의 참여와 책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1.5	선도기관의 기능은 일련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임시적 대응을 관리하는 조직상
의 도구역할이며, 항상 정해진 자체 활동을 수행하는 주최국 적십자사와 공존
한다.
1.6	주최국 적십자사가 선도기관이 아닌 국제구호활동에 있어서 주최국 적십자사
는 선도기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1.7	선도기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주최국 적십자사는 세비야합의서 제1.1항
범위 안에서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대응에 대하여 상의한다. 선도기관과 주
최국 적십자사 간 협의는 다음 요소들을 충족하는 확립된 조정 장치를 통해 이
루어진다.
a) 정치적, 사회경제적 및 인도적 환경 분석
b) 인도적 필요성의 조사 및 확인
c) 국제구호 활동의 일반적 목적 정의 및 우선사항 결정
d) 모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의 안보관리 틀 확립 및 유지
e) 할당된 일반적인 목적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는 국제적십자운동
의 실질적 전략 수립
f) 국제적십자운동 대응 우선사항과 관련된 행동계획 발전
g) 문제 해결 장치 기술
h) 국제구호 활동과 관련된 당국과의 관계 관리
i) 과도기 중 정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진입
및 출구전략 정의
1.8	세비야합의서 제5.3항은 선도기관의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제5.1항에서 규정된 선도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희생자를 위한 국제적십자운
동의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응집력 있도록 한다.
1.9	선도기관의 역할을 맡은 주최국 적십자사의 역할은 세비야합의서 제6.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 안에서, 희생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최국 적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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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활동 역량, 능력 등이 고려된다.
1.10	자국 영토 내에서 국제활동의 조정과 관련된 적십자사의 능력과 역량 조사를
촉진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주최국 적십자사의 조직 및 관리 구조:
적십자사는 “기능이 원활한 적십자사”를 위해 설립된 기준에 따라야 하
며, 정 기적으로 적십자사 자체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국제적십자운동의 국제구호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
-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핵심 활동가들에게 수용 및 접근 가능
- 자국 영토 안에서 적십자사의 활동 범위
- 운영관리, 물류시스템 역량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적십자사들의 안전제도의 관리 역량
- 국제적십자운동 내외와 실무적 관계 기능
1.11	주최국 적십자사가 아닌 선도기관이 활동하는 경우 국제적십자운동의 대응 운
영 전략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주최국 적십자사와 반드시 긴밀히 협
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해당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적십자운동 구
성기관들은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상의하여야 한다.
1.12	무력충돌 환경 속에서의 구호활동은 평시 구호활동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무
력충돌, 내란과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합의서 제5.1항 및 제5.2항)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명백한 임무를 부여 받은
2개의 기관(주최국 적십자사와 ICRC)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타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국가적 또는 다자 간 대응역량을 지원하
고 보강한다.
1.13	무력충돌 환경 속에서 국제구호 활동을 조정하는 선도기관은 다음의 추가 역량
과 능력이 필요하다.
a) 구호활동이 수행되는 충돌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
동주체들과의 관계 및 접촉 유지
b) 조정된 국제적십자운동의 역할 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국제적십자운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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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관들을 위한 안보 틀의 관리 및 유지
c) 보호목적을 위한 적십자 및 적신월표장의 사용과 관련되어 시행 중인 규
정 준수의 보장
d) 관련 적십자사들의 협의를 통한 구호활동 진행에 관한 공공 성명서의 공
식화
e) 충돌 당사국 및 비국가 주체와 관련된 국제구호활동의 궁극적인 책임 담당
1.14	이러한 정부 또는 비정부적 행동주체들은 다른 집단 또는 지역에 흥미를 가지
고 있을 수도 있다. 선도기관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지원이 오로지 인도주의적
요구에 근거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충돌 당사자들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을 항상
지속하여야 하고, 이것은 오로지 모든 충돌 당사자들이 선도 기관을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주체라고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
1.15	평시 국제구호활동 조직은 세비야합의서와 적십자 재난구호원칙 및 규정에 따
라 이행된다. 세비야합의서에서 IFRC가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
황이 예견되는 경우, IFRC는 가장 재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주최국 적십자
사와 합의서를 체결하고(사전 재난 합의서 또는 특별 합의서), 사전 재난조사
또는 발표된 역량 및 긴급 상황 대비 계획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의 적십자사 및
ICRC를 포함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2.

조정

2.1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세비야합의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구호
활동의 일반적인 방향 및 조정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적 대응을 위한 관리 및 조정제도는 국내
활동 환경, 국제구호의 흐름 및 국제관계를 망라해야 한다.
2.2	선도기관의 주요 초점은 다른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과 협의를 위한 적절
한 장치 마련 요구 및 방향과 조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
관들은 규정과 절차를 인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조정을 위
한 응집된 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장치들은 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
는 모든 국제적십자운동 파트너들(주최국 적십자사, ICRC, IFRC,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적십자사)을 포함해야 한다.
2.3	조정장치가 확립되면, 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
관(주최국 적십자사, ICRC, IFRC,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적십자사) 간에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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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의장을 맡는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2.4	이러한 회의들은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운영 중인 활동 조정을 위해 필요한 틀
을 제공해야만 하며, 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회의(고위 관리 및
실무자급)로 열릴 수 있다.
2.5	이러한 회의의 모든 결정사항들은 신속하게 기록되어 모든 이행 관련 당사자들
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조정 장치에 의해 감시된다
2.6	국제적십자운동의 다양한 기관들이 해당 국가의 활동에 참가하여 기여하는 모
든 상황에 국제적십자운동 조정장치가 확립되기를 권고한다. 이것은 그러한 조
정 장치가 국제적십자운동의 협력 속에서 효율성과 성과를 보장하는 정상적 또
는 비긴급상황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입’ 및 ‘출구’ 시점에서
선도 기관의 역할(변경)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촉진시키고, 국제적십자운동 구
성기관들의 장기적인 국제활동의 조정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7	다른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참여 절차는 다음의 연속 단계를 기반으로
주최국 적십자사와의 협의 하에 선도기관이 수립한다.
a) 잠재적인 파트너들에게 전달된 활동 계획 및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참여
에 대한 관심 표현
b) 파트너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 및 관심 결정
c) 주최국 적십자사의 관심 : 근접성, 현재 파트너십, 장기적 참여 잠재성
d) 잠재적 동반자의 특정한 제안, 특수 기술 및 활용 가능 자원
e) 주
 최국 적십자사와 협력 및 가망성 있는 동반자와의 협의 후 선도기관
이 결정
f) 문
 제 해결 장치와 함께 목적 및 대상, 역할, 책임, 자원(인적 및 재정적),
감시 및 보고 준비를 규정한 양해각서 또는 유사한 합의서
2.8	선도기관은 조정과 개입절차에 관한 최고의 사례를 확인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
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조정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제3조에서 제5조까
지 각각에 있다.

3.

양해각서 (MOU, Memoranda of Understanding)

3.1	일관성 있는 활동 사례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및 세비야합의서에 이미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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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역할 및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각각의 역할 및 책
임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구성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을 경
우에는 언제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
3.2	최근 활동경험은 주최국 적십자사, ICRC 및 IFRC 간의 사전에 합의된 양해각
서의 대단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에 관한 교섭과정은 당사
자들 간의 견고한 실무관계, 상호 역량, 제도 및 수단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
는 기회가 된다. 양해각서는 비상상황 시 적용될 변화된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
는 준비 조치로 보여질 수 있다.
3.3 	주최국 적십자사, ICRC 및 IFRC는 이러한 도구가 적절한 협의과정 속에서 정
교해지고, 기타 관련 적십자사들이 참여하고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다.
3.4	이러한 양해각서는 ‘정상적 상황’에서의 기능적 협력과 세비야합의서에 따른 국
제구호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3.5	양해각서와 협력합의전략(CAS, Cooperation Agreement Strategies)은 항상
보다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이상적으로 상호 보완한다.

4.

인근 적십자사 및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적십자사

4.1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적십자사의 다음과 같은 역할을
예견하고 있다. ‘각각 자체의 자원의 한도 내에서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무력충
돌 희생자 및 자연재난과 기타 비상상황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
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서비스와 인력, 물자, 재정 및 정신적 지원의 형태로 관
련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3.3조)
4.2	국제적십자운동 활동을 기획하는데 있어, 인근 적십자사, 국제적으로 활동하
는 기타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경우에 따라) 등의 모든 구성 기관들에게
는 세비야합의서 전문에 있는 정신에 따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모든 구성기관들은 선도기관이 정한 목적 및 우선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주최국 적십자사가 선도기관이 아닐 경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주최국 적십
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나아가 참여하는 모든 구성기관들은 마련된 조정장
치에 완전히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4.3	지역적 틀 안에서 인근 적십자사들 간의 상호 책임은 특정 수준에서의 문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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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및 기타 공통분모 때문에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
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4.4	지역네트워크는 국제적십자운동 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IFRC는 다양한 지역에서 적십자사들 사이의 협력을 조정하고, 국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에 준비조치로 지역 내 사전합의를 가능하
게 하도록 요청 받는다. ICRC 또한 이러한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5	세비야합의서에 따라 활동하는 각국 적십자사는 비상상황 시 국경지역에서 준
비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과 계획을 논의하는 상설 포럼을 제공할 수 있
다. 대응과 복구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특정 의정서의 계획은 적십자 재해 구호
원칙 및 규정과 함께 세비야합의서를 당연히 고려하고, 조정역할을 책임지는
행동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의 역량은 인도적 필요성을 감
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기경고 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협력 과정은 다른 구성기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4.6	세비야합의서에 따라서 어떤 방법 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상관 없이 긴급
활동에 사용된 모든 국제적 자원은 국제적십자운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접
근의 한 부분으로 고려된다. 효율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각국 적십자사는 일
방적이고 조정되지 않은 양자 간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4.7	사전 협의된 협력합의서와 함께 적십자사들의 지역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각국 적십자사들은 국제적십자운동 활동을 위해 정해진 목적 및 우선사
항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는다.

5.

변경

5.1	국제적십자운동의 대응과 연결된 자원 관리 책임의 변경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
전상황에 대한 분석과 감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최국 적십
자사, ICRC 및/또는 IFRC, 국제적으로 일하는 적십자사 등이 포함된 모든 당
사자들 간의 정기적인 조정 회의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5.2	위기 상황에서 복구 및 재건을 거쳐 정상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활동 기간 중에
참여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 사이의 확립된 조정 장치 및 합의는 규칙으
로 유지되어야 한다.
5.3	주최국 적십자사(선도기관이 아닌 경우)와 협의하여 선도기관은 확립된 장치
및 합의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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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진입 및 출구전략
은 선도기관과 주최국 적십자사 간 협의에 의해 규정된다.
5.5	선도기관에 대한 기능 종결은 주최국 적십자사(선도기관이 아닌 경우) 및 활동
하고 있는 기타 구성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현행 선도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5.6	책임 있는 선도기관에서 역할을 인계받는 주최국 적십자사로의 전이 과정은 역
량 강화의 지원 틀로서 발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D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6.

문제 해결

6.1	주최국 적십자사(선도기관이 아닌 경우)와 협의하여 선도기관의 활동을 위해
수립된 전반적인 계획은 문제해결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6.2	세비야합의서 이행에 관한 문제는 관련 기관 또는 개인과 함께 명확하게 현장
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6.3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다양한 기관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
원들이 가능한 한 활동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6.4	활동국가에서 선도기관의 역할을 맡은 기관은 현장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제안과 함께 문제들이 명확히 정의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
다. 이러한 노력들은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6.5	명확하게 문서화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각각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본부에 회부된다.
6.6	현장 활동 기관의 활동을 책임지는 수석 매니저들은 제공된 문서 및 정보를 토
대로 사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들은 활동 이행
국가에 전달된다.
6.7	세비야합의서 제10조는 세비야합의서 이행에 대한 감시 및 해결될 수 없는 차
이점을 다루기 위한 중재 장치를 제공한다.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감시 및 보
고 규정은 난관 직면 시 행동 교정은 물론 정기적이고 엄격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제도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6.8	어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이 현장에서 적십자 활동의 일관성, 이미지 및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세비야합의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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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데 반복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위에 개요된 바와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통합성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7.

합의서에 관한 지식의 함양

7.1	훈련은 협력 정신 및 정책과 규정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협동정신(세비야합의서 전문 참조)의 촉매제로서 세비야합의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훈련은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뿐만 아니
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모든 계층에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실
시되어야 한다.
7.2	훈련은 규정에 관한 철저한 존중과 함께 각 구성기관 내의 책임 및 합의서로부
터 야기되는 의무와 경영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통제에 대한 특정 의무에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7.3	ICRC와 IFRC는 각국 적십자사와 함께 모든 직원과 봉사원들이 접근할 수 있
는 기초훈련 프로그램과 국제활동 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
람들을 위한 운영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표준 훈련 모듈을 만들 것
이다. 이러한 훈련 모듈은 무력충돌 및 내란 상황 시 활동의 특이성을 충분히
다루게 된다.
7.4	각국 적십자사, ICRC 및 IFRC는 각 기관의 이행, 관리 및 정책 결정 레벨에 있
는 관련 직원 및 봉사원들을 위한 공동 훈련과정을 조직한다.
7.5	이러한 훈련과정은 새로운 관리층, 인력 및 봉사원들이 합의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할 때는 언제나 공동으로 그리고 정기적으
로 실시된다.
7.6	IFRC와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의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훈련과정을
조직하는 각국 적십자사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7.7	세비야합의서의 적법성은 국제적십자운동 안에서 정책, 규칙 및 규정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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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적십자 상치위원회 절차규정
일반 규정
규칙 1
1.1	적십자 상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9조 6항
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절차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1.2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실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규칙 2
2.1	위원회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7조에 따라 선출되고 지명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2.2	IFRC 또는 ICRC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는 위원회 위원
이 아닌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7조 제2항]
2.3	선출된 위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전차 선거에서 선출
되지 않은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자를 후보 위원으로 지명하되, 기존 위원과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동점 득표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결
정한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7조 제2항]

의장
규칙 3
3.1	위원 선거가 끝난 후, 국제적십자회의 의장은 회의에 출석한 신규 위원회의 위
원들을 소집한다. 위원들은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이 회
의에서 전통적으로(위원회의 선출된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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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잠정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3.3	의장은 ICRC 회장 및 IFRC 회장과 직접 연락을 유지한다.
3.4	의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자신의 대리자로서 부의장에게 전
권을 위임한다.

위촉인
규칙 4
4.1	위원회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경우, 의장은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직권으로 해당 전문가를 관련 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4.2	초청 전문가는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심의 중인 안건에 개입할 수 있다.
4.3	위원회는 관련 의제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1년 전에 차기 적
십자회의의 주최기관 대표와 담당 책임자를 조언자 자격(advisory capacity)으
로 초청한다.
4.4

의장은 위원회 회의 중 직속 전문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4.5

ICRC의 전문가 1인과 IFRC의 전문가 1인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소집 및 회의
규칙 5
5.1	위원회는 최소 연2회 통상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은 직권 발의 또는 위원 3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9조 제1항]
그러한 특별회의는 위원 전원의 참석이 가능할 경우 전기통신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5.2

위원은 적절한 때에 안건에 포함시킬 사항을 의장에 제안할 권리가 있다.

5.3	각 회의 소집 서신과 잠정 안건은 다음 통상 회의 개최 최소 6주 전에 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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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들이 늦어도 회의 개최 2주 전에는 받아볼 수 있
도록 모든 실무 언어로 작성된 회의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본부
규칙 6
6.1	위원회 본부는 제네바에 둔다. 의장이 선정하고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9조 제2항]

의사진행
규칙 7
7.1

의장은 개회하고 정족수를 확인한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7.2

위원회의 심의가 유효하려면 5명의 정족수를 요한다.

7.3

의장은 위원에게 특정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4	위원은 안건 제출 순서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개입할 수 있다. 안건을 제
출한 위원은 회의 종결 전에 발언에 답변할 권리가 있다.
7.5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그 결정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의장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때 위원들은 공개 투표 및 단순 다수결로 결
정하여야 한다.
7.6	예외적 상황에서 의장은 위원들과 협의 후 결정을 서면으로 제의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는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경우에 유효
하다.
7.7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에 정기적으로 그 활동과 결정을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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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운동 내 조화 추구
규칙 8
8.1	위원회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조화로운 활동과 구성기관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8조 제3항 a)]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는 실질적 쟁점에 관한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보고 받고 결의할 수 있다.
8.2	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와 관리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독
려한다.
8.3	위원회 위원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중 어느 하나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
칙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을 요청할 수 있다.
8.4	국제적십자운동 규약과 절차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무국
규칙 9
9.1

위원회는 제네바에 위치한 독립적인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9.2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들과 협의 후, 사무국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사
무국에 위탁된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9.3	간사는 의장의 책임 아래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간사는 의장을 도와 위원회와 위원
회가 설립한 특별실무기구에 할당된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9.4	간사는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ICRC 및 IFR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ICRC와
IFRC 간 협약에 따른 모든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간사는 필요 시 의장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9.5

간사는 위원회 특별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9.6	간사는 의장과 협의하여 연간 예산을 준비하고, 최종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재
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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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준비한다. 초안은 회의 직후 6주 이내에 마련되어야 하
고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의견을 받는다. 회의록은 차
기 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기밀이며, 위원회 외부에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9.8	간사는 위원회의 문서보관소를 운영하고, 위원 전원은 요청에 따라 이에 접근할
수 있다.
9.9

간사는 의장의 동의와 예산승인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언어
규칙 10
10.1	위원회 회의의 실무언어는 국제적십자회의의 실무언어로 한다. 위원회의 새로운
회기마다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실무언어는 축소할 수 있다.
10.2	실무언어가 아닌 언어로 발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인 부담
으로 실무 언어 중 한가지 언어로 통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10.3	특별기구도 가급적 위원회의 한가지 실무언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보고서는
모든 실무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비용
규칙 11
11.1	ICRC와 IFRC는 본 규정의 규칙 9.6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소요예산을 공동으
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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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 개정
규칙 12
12.1	위원은 누구라도 당해 절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제의는 본 규정
의 규칙 7.5에 따라 위원회의 통상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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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서론
1. 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적십자사가 국제인도법 조항과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흰 바탕
위의 적십자 또는 적신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규정한다.

2. 법적 근거
본 규정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주로 제1협약(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정 조항들에 관하여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관한 1977년 6월 8일자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근거를 둔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서는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
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을 개괄하고 있다.
제1의정서는 권한 있는 국가당국(이하 “당국”이라 함)에 1949년 협약에 포함되지 않
았던 사람 및 물건의 범주에까지 표장의 보호적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
여함으로써 표장의 보호적 사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의정서는 또한 독특한
시각적, 음향적 또는 전자 신호의 사용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에 적용되며, 제1협약 중 적십자사의 표장 사
용에 관련된 의무를 규정해놓은 제44조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표장의
적법한 사용에 부과된 제한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각국의 적십자사는 이보다 엄
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의정서가 적용될 때 본 규정의 일부 조항들은 제1의정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적십자사와 관련하여 보다 광의의 의미를 내포한다. 제1의정서의 조항은 제1의정서
비가입국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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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정의 내용
본 규정은 표장의 보호적 사용 및 표시적 사용에 대하여 각각 한 장(Chapter)씩 다루
고 있으며, 그 앞에 총칙을 기재하여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본 규정의 조항들 대부분에 부수되는 이탤릭체로 된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제네바협약
및 제1의정서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 표장의 목적
①표
 장의 보호적 사용(Protective use)이라 함은 무력충돌 시 존중되고 보호되어
야 하는 의료 및 종교요원과 장비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표
 장의 표시적 사용(Indicative use)이라 함은 특정 사람 또는 물건이 적십자운
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표장은 하나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첫째, 국제인도법에 의거하여 특정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의 시각
적 표시로 사용되며, 특별히 군 의무부대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민방위 단체로
부터 파견된 의료진 및 이들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의 보호에 사용된
다.(제1협약 제38조 및 제44조, 제1의정서 제8조 제C항)
둘째, 적십자표장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물건이 적십자운동과 관련되어 있
음을 나타낸다.
제2조 적십자사의 권한
①적
 십자사는 당국의 동의하에 당국이 정한 제 조건에 따라서만 보호적 수단으로
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적
 십자사는 국내법과 본 규정 및 자체 규약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평시 및 무
력충돌 기간에 표시수단으로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항과 관련하여) : 적십자사는 단지 적십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적 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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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장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표장의 보호적 사용을 허가 및 감독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해당 국가의 권한이다. 적십자사가 대비 없이 무력충돌 상황을
맞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군 의무부대를 보조하는 적십자사의 역할과 그
의료진 및 장비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평시에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제3조 표장의 권위 및 존중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해 정해진 원칙에 의거한 활동에만 표장을 사용
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언제나 표장에 부여되는 권위가 손상되거나 존중이 저하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원칙, 특히 기본원칙은 적십자운동에 목표를 제공하며, 고통 받는
사람 및 분쟁, 자연적·사회적 재해의 직·간접적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의 근거가 된다. 적십자·적신월의 존립 이유는 국제적십자운
동 규약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적십자사는 본질적 임무와 관련이 적은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표장의 표시를 삼
가야 한다.
제4조 두 가지 사용법의 구분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무력충돌 상황이 발
생하면, 평시의 활동을 지속하는 적십자사는 사람과 물건에 표시적으로 사용된 표
장이 적십자사와의 연관을 나타낼 뿐,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
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사용해야 하며, 완장 또는 지붕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적십자사는 평시에 표장의
표시적 사용규정을 준수하여, 분쟁 초기부터 보호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과 혼
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장의 사용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표장의 디자인 문제라기보다는
표장이 표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특
히 무력충돌 시와 같이 표장이 보호적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십자사는 평소부터 미리 표시적 수단으로서의
표장을 작은 크기로 사용하고, 동일한 이유로 완장이나 지붕, 깃발에도 표장의 사
용을 삼갈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응급요원들의 용이한 식별이 중요한 경우 등 특
정 상황에서는 대형 표장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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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장의 도안
①보
 호적 수단으로 쓰이는 표장은 항시 그 원래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십자, 신
월 또는 백색 바탕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못한다. 십자가는 중앙에서 교차되는
수직, 수평 두 개의 가로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신월의 모양
과 방향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십자나 신월은 깃발이나 문장의 가장자리에
닿아서는 안 된다. 붉은색의 정도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바탕은 언제나
백색이어야 한다.
②표
 시를 위해 사용되는 표장은 언제나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표장의 주된 요소인 십자나 신월 위에는 어떠한 그림이나 글
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바탕은 언제나 백색이어야 한다.
③장
 식 목적을 위한 표장의 사용은 제3조의 규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데, 적십자
사 및 적십자운동의 홍보를 위한 공개적 행사나 이를 위한 영화, 출판물, 메달,
기타 감사 표시를 위한 물품 등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좀 더 자유로운 디자인이 허용된다. 또한 가급
적 표시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장식적 디자인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1항과 관련하여) : 표장의 디자인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물건
이 쉽게 인지되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는 표
장 그 자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표장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착용하였다
고 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3항과 관련하여) : 표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두 가
지의 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 또는 물건이 해당 적십자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적 사용의 경우에는 원래의 디자인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
다. 둘째, 적십자사나 적십자운동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표장의 권위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보다 자유로운 디자인이 허용된다.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용
도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지를 국내법과 국내 상황에 따라 해당 적십
자사가 결정해야 한다. 보다 자유로운 디자인이란, 예를 들면, 금색 바탕의 적십
자, 진하기가 다른 붉은색을 사용한 적신월, 오려낸 십자가, 혹은 무늬가 들어간
표장 등이다. 적십자사는 이러한 디자인을 자사 건물이나 문서서식(레터헤드) 등
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가시도(可視度)
보호수단으로서 쓰이는 표장은 가능한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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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커야 한다. 야간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시성이 낮아질
경우, 전등을 켜거나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표장은 가급적 멀리서도 탐지 기술수
단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깃발이나 평면에 부착되어 공
중을 포함한 여러 방향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적십자사의 내부 규정
적십자사는 규정이나 내부지침에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제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나 내부지침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A. 표장의 보호적 사용 관련:
- 본 주제에 관한 국내 입법 및 본 규정 관련 내용
-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법한 당국의 표시
- 분쟁 초기에 표장의 표시적 기능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목록
- 적십자사의 요원 및 물건을 위한 표장의 사용을 규정하는 조건들
B. 표장의 표시적 사용 관련:
- 본 주제에 관한 국내 입법 및 본 규정 관련 내용
- 적십자사 회원 및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의 표장 사용을 규정하는 조건
- 적십자사의 회원은 아니나 적십자사에 의해 훈련받고 표장을 착용하도록 허가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
- 표장의 사용이 허가된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구호소 및 구급차의 목록
- 표장의 크기 및 비례
- 기금조성이나 전파 목적 또는 메달 및 기타 감사표시의 기념품에 표장을 사용
하기 위한 세부사항
- 표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이 휴대해야 하는 문서들 혹은 표장이
표시된 물품의 관리 책임자를 규율하는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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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장의 보호적 사용
제1절 총 칙
제8조 표장 사용을 규정하는 조건 및 당국의 동의
적십자사는 보호수단으로의 표장을 사용하기 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당
국과 함께 표장사용에 관한 제 규정을 정해 놓아야 한다. 적십자사는 회원들이 이
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표시수단으로의 표장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 자사의 의료요원이나 의료장비에 표장을 보호적으로 사
용하는 규정을 당국과 협의하여 평시에 미리 확립해 두어야 한다. 혼동의 위험에
관해서는 제4조 참조.
단, 심각한 혼란상황 등으로 인해 당국이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
능하고 인도적 조치가 명확하고도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 적십자사는 그러한 허가
가 이미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행동할 수 있다. 이는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필요
한 행위의 실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제법의 핵심 목적은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십자사는 국제법 하에서 처벌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의 정신에 명백히 부합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것을 막는 형식적인 장애들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본 규정 제8조와 제10조에 적용된다.

제2절 사 람
제9조 적십자사 의무요원
①보
 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착용할 권한을 가지는 적십자사 의무요원은 직무 이행
중에 그 표장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②그
 러한 요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당국에 의해 발행된 신분
증을 소지해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 의무요원의 신분은 적십자사 요원들이 군 의료기관의 관할 하
에 배치되거나(제1협약 제26조)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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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때에만 주어진다.(제4협약 제20조)
제1의정서는 당국이 모든 민간 의무요원에게 보호수단으로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49년 제네바협약에 포함
되지 않았던 적십자사 의무요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의무요원의 정의는 제1
의정서의 제8조 제C항에 명시되어 있다.
표장이 전투가 발발했거나 혹은 발발하려는 점령 영토나 지역에서 착용된 경우, 표
장이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위의 제6조 참조.
(2항과 관련하여) : 제1협약 제2부속서의 제40조 및 제41조, 제1의정서의 제18
조 셋째 문단, 제1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1조 및 제2조 참조. 필요한 경우 적십자
사는 자사의 의무요원에게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당국에게 상기
시켜야 한다.

제3절 물 건
제10조 적십자사 의무부대와 수송수단
당국에서 보호수단으로서 표장을 착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적십자사의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은 그 표장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협약에서 의무부대와 수송수단은 의무부대 및 시설, 의료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의료장비 및 수송수단을 포함한다.(제1협약 제3장, 제5장 및 제6장 참조) 적
십자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군 의료기관 관할 하에 놓인 병원, 구급차, 의료선박
및 항공기, 의료물자의 창고가 포함되며, 또한 당국이 인정하고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민간 병원도 포함된다.(제4협약 제18조 참조)
제1의정서는 당국이 모든 민간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에 보호수단으로의 표장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49년 제네
바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적십자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도 이에 포함될 수 있
었다. 의무부대, 의무수송 및 의무수송수단에 관한 정의는 제1의정서의 제8조 (e),
(f), (g)에 명시되어 있다.
표장의 가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협약의 제42조 및 제1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2장에 명시되어 있다. 위의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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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시에 관한 특별규칙
①적
 십자사의 의료선 및 해안구조선은 1949년 제네바 제2협약의 제43조에 정한
바대로 표장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적십자사의 의료항공기는 제1협약의 제36조를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 의료선 및 해안구조선(또는 구조선. 현대에는 대형 톤수와 원
거리 항해범위를 갖추고 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기에 구조선이
라고 일컬어짐)은 항해를 준비 중이거나 항해에 나섰을 때 당국의 관할 하에 있음
을 나타내는 문서를 당국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박의 명칭과 특징은
모든 교전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병원선 및 구조선은 나포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 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2협약의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2
협약의 제22조부터 제35조, 제1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참조.
덧붙여, 제1의정서의 제23조에 따르면, 의료 목적으로 임시 혹은 상시 사용되는
적십자사의 기타 선박이나 항공기는 제2협약의 제43조 둘째 문단의 조항을 준수
하여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들은 나포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
(2항과 관련하여) : 관련조항으로서 제1협약 제36조, 제2협약 제39조, 제4협약
제22조, 제1의정서의 제24조부터 제31조, 제1의정서 제1부속서 제5조부터 제13
조 등이 있다.
제12조 선택적 식별표지
적십자사는 당국의 동의하에 표장과 더불어 청색등(靑色燈) 신호, 전파 신호 및
전자 수단 등 기타 인정된 선택적 식별표지를 자사의 의무부대와 수송수단에 설
치할 수 있다.

식별표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1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5조부터 제8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급한 ‘항공기술편람’ 문서 9051(청색등)
- 국제통신연맹(ITU)이 발행한 ‘무선규칙’ 제40조의 제2절 및 제N40조의 제3절
(의무수송)
- 국제해상기구(IMO)가 발행한 ‘국제신호규칙’의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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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시의 표시
적십자사는 당국의 동의하에 무력충돌 시 의료 목적으로 임무가 명확히 정해진 의
무부대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표장 및 선택적 식별표지를 평시부터 미리 사
용할 수 있다.

제4절 특별규칙
제14조 보호수단 및 표시수단으로서 표장의 동시 사용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적십자사는 회원들에게 보호수단으로 사
용되는 표장과 함께 자사의 이름과 함께 표시수단으로서 표장을 동시에 사용하도
록 허가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물건에도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과 더불
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시수단으로서의 표장과 적십자사의 명칭은 그 크기가 작아야 한다.

제15조 중립국 또는 교전 당사자가 아닌 기타 국가의 적십자사
중립국 혹은 교전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적십자사가 교전 당사자들 중 일방에게
의무요원 및 물건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전 당사자와 자국으로부터 사
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장의 보호적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이 해당 교전 당사자
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위 의무요원과 물건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출발 시부터 표
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제1협약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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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표장의 표시적 사용
제1절 사 람
제16조 적십자사 회원 및 직원
① 적십자사의 회원 및 직원들은 임무 수행 시 작은 크기의 표장을 착용한다.
②임
 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회원들은 예를 들어 브로치나 배지 등의 형태로 된
아주 소형의 표장을 착용한다.
③예
 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표장은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그 약자와 함께
사용된다.

(1항과 관련하여) : 표시적으로 쓰이는 표장은 대개의 경우 소형이나, 특히 구급
요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도할 때 대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제4조
및 그 해설을 참조할 것)
(2항과 관련하여) : 이 경우 표장은 해당 적십자사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특정 활동
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주 작은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항과 관련하여) :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적십자사의 회원들과 구분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일부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표장 옆에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약자(略字)
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란 시 그러한 표시
가 임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제17조 청소년적십자 단원
제16조가 준용된다. 표장에는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 '청소년적신월
(Red Crescent Youth)’의 문구 또는 이들의 약자인 ‘RCY’가 병기되어야 한다.

제18조 적십자사에 의하여 표장의 착용이 허가된 그 밖의 사람들
적십자사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자사의 회원은 아니지만 자체 개설한
과정을 마쳤거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표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
우, 표장은 예를 들면 브로치나 배지의 형태로 아주 소형이야 하며, 적십자사의 명
칭이나 그 약자를 병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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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통 대중의 눈에 띄는 구급요원 또는 간호사이다.

제2절 물 건
제19조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건물 및 부지
①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건물과 부지에는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명
칭을 병기한 표장을 게시할 수 있다.
② 만일 적십자사가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 부분에만 표장이
부착된다.
③ 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여야 하며, 무력충돌 시에 보호수단으로서 사용되
는 표장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2항과 관련하여) : 만일 적십자사가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한다면, 그 이웃들의 활동이 표장의 권위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항과 관련하여) : 혼동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위의 제4조 참조
제20조 적십자사의 소유이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물 및 부지
적십자사는 자사 소유이지만 자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
이나 부지에는 표장을 부착하지 못한다.

제21조 적십자사의 병원, 구호소1 및 운송수단

1. 1
 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도로표지 및 표시에 관한 UN협약’ 및 1971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럽협정(UN협약 보충)은 적십자표장을 사용하는 두 개의 도로표지를 포함하고 있다.
가) “응급구호소”

표지(F, la)는 흰색 바탕에 적십자 혹은 적신월이 그려져 있으며, 바깥쪽은 전체가 청색
의 테로 둘러져 있다. 이는 표장의 표시적 사용이므로, 적십자사는 이 표지가 당국이 운영하거나 허가
한 구호소에 한해서만 사용될 것을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 “병원”

표지(E, 12b)는 청색 바탕과 백색 부분 배경 위에 적십자 혹은 적신월이 그려져 있다. 이는 표
장의 오용이므로 적십자사는 관계 당국에 또 다른 병원표지(E, 12a)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표지(E, 12a) 역시 위의 협약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청색 바탕 위에 백색으로 ‘H’자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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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및 구호소, 적십자사 회원과 직원이 사용하는 수송수
단, 특히 구급차에는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 병기된 표장을 표시할 수 있다. 제13
조의 적용 하에, 위와 같이 사용된 표장은 무력충돌 시 보호수단으로 사용된 표장
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형이어야 한다.

병원의 경우, 표장의 표시적 사용은 오직 적십자사 병원에만 독점적으로 인정되
나, 당국이 무력충돌 시 보호 수단으로서의 표장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병
원의 경우, 당국의 동의하에 평시에 미리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위의 제10조와
제13조 참조)
만일 적십자사가 다른 기관에 자사의 운송수단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적십자사
는 표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장과 적십자사의 명칭을 지우거나 가려
야 한다.
혼동의 위험과 관련하여 위의 제4조를 참조할 것.
제22조 제3자에 의하여 운영 또는 사용되는 구호소2 및 구급차
적십자사는 평시에 제3자가 운영하는 구급차 및 구호소가 전적으로 무상진료 활동
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표장의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반드시 표장의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
로 이러한 허용을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이러한 허가를 즉시 철회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유한다.

제1협약의 제44조 넷째 문단에 의하면, 구급차뿐만 아니라 “오직 무상진료의 실
시를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구호소에만 표장 사용이 허용된다. 경험적으로 이 무
상진료 관련 규칙은 다소 융통성 있게 해석된다. 이런 관행은 진료가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자발적 봉사 정신이 유지되는 한 수
용될 수 있으며 제네바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제
 21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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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홍보 및 모금
제23조 적십자사에 의하여 조직되는 캠페인 및 행사
① 적십자사는 본 규정 제2조에서 제5조의 한도 내에서, 적십자의 활동을 널리 알
리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거나, 기
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캠페인 및 행사를 지원하는데 표
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그러한 캠페인에 쓰일 인쇄물, 물건 및 홍보물 등에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 표
장에는 가능한 한 해당 적십자사의 이름 혹은 문구나 홍보 그림이 병기되어야
한다. 해당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인도법에 의한 보호나 적십자운동의
회원임을 시사하거나 추후에 오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물건들은 작은
크기 또는 금방 폐기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③ 기금 모금 또는 적십자 이념 보급 활동을 위해 기업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적십자사는 다음의 조건들의 충족 하에 판매 제품, 홍보물 및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물품에 기업의 상표, 로고,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a) 대
 중의 인식 속에 기업 활동 또는 제품의 품질이 적십자사 자체 혹은 그 표
장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b) 해당 적십자사가 캠페인 전체의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상표, 로고, 명칭 등이 부착될 물품의 선정과 부착 위치, 형태, 크기 등을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c) 캠페인은 하나의 특정 활동과만 연계되며, 일반적으로 시간과 지역이 제한
되어야 한다.
(d) 관련 기업은 적십자운동의 목적과 원칙에 역행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
는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e) 관련 기업의 활동이 표장의 권위 또는 존중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적십자
사는 언제라도 단기간의 통지로써 당해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유해야 한다.
(f) 적십자사가 캠페인을 통해 얻은 물질적, 재정적 이익이 상당하다 할지라도,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g) 적십자사와 파트너 간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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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계약은 적십자사의 중앙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④적
 십자사는 기업 또는 기타 단체가 홍보물에 해당 적십자사에 대한 자신들의
기부 사실이나 그 활동에 대한 기여 사실을 언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제품의 판매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십자사에 기부되는
경우 해당 판매 제품에도 기재될 수 있다. 단, 그러한 허가는 전 문단에서 제시
한 내용과 (a), (c), (d), (e), (f), (g), (h)단락에 명시된 조건들의 철저한 이행
을 전제로 한다. 적십자사는 홍보 캠페인 기간 중 캠페인과 관련된 기업의 계
좌를 조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적십자사는 홍보물이나
위에서 언급된 제품에서 지원 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세심하
게 감시해야 한다. 캠페인에 쓰이는 사진이나 기타 시각자료 등에도 동일한 기
준이 적용된다. 판매제품 자체에 표장을 표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나, 홍보
물 상에는 적십자사가 받은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형의 표장 사용
등을 조건으로 엄격한 제한 하에 허용될 수 있다. 적십자사는 표장사용을 규율
하는 조건이 기업과의 계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임을 확고히 하고, 이를 고의적
으로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보상의 책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 위 제3조에 따르면 적십자 명칭과 표장은 물품판매를 통한 기
금의 모집이나 한시적 서비스에 제공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
속적이거나 장기적인 서비스를 판매할 때, 특히 그 서비스가 적십자운동의 전통적
활동과 연관이 없거나 또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경
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적십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와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그 본래의 인도적, 사회적 활동보다 더 큰 대
표성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항과 관련하여) :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홍보물에는 소책자, 간행물, 포
스터, 기념우표, 필름, 연필 등 모든 종류의 인쇄물과 기타 물건이 포함된다. 의류,
깃발, 배너의 경우 무력충돌 시에 이러한 물건들이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표장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표장에는 반드시 해당 적십자사의 명칭이나 캠페
인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이나 홍보 그림을 병기해야 한다.
(3항과 관련하여) : 위 두 항에서 제시된 일반적 규정들은 3항의 특정 상황에도 명
백히 적용된다. “개인, 단체, 혹은 공공/개인 회사나 기업” 등이 적십자 및 적신월
표장 혹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제1협약 제53조)
그러나 적십자사가 어떤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것은 허
용된다. 기부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적십자사가 기금이나 기타 수익원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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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사항이 대중에게 알려
지는 방식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대중의 인식 속에 야기될 수 있는 혼동 및 오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제3항에서 제시된 조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
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a), (b)와 관련하여 : 대중의 인식 속에 기업과 적십자사 자체 혹은 그 표장 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적십자사가 특정 캠페인
기간 중에 어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공표했을 때, (예를 들어 인쇄
물 출판이나 기타 물품 등으로) 적십자사는 그 기업의 역할이 명백히 정의되도록
하고, 표장의 사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회사의 상표, 로고, 명칭이 게시물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
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와 관련하여 : 적십자사는 특정 기업의 활동 전체가 아닌 특정 프로그램에만 관
여할 수 있다. 기업과의 연계 기간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며, 3년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적십자사와 합의가 없다면,
캠페인은 본국의 영토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d)와 관련하여 : 어떤 기업들은 그 자체로 적십자운동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예
를 들어 무기, 담배, 주류 및 명백한 환경 위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적십자사의 명칭 및 표장과 명기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e)와 관련하여 : 적십자운동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기업과의 연계가
계약 체결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의한 심각한 오염행위 등) 따라서 적십자사는 즉시 그 회사
와의 연계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f)와 관련하여 : 후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요한 계약이 포함되고 적십
자사가 실질적 이익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
러나 적십자사는 이러한 이익으로 인해 그 회사에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이러한 후원에서 얻는 재정적 이익은 적십자사 전체 수입원의 최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g)와 관련하여 : 적십자사와 상대 회사 또는 단체 간 계약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h)와 관련하여 : 적십자사와 상대 회사 또는 단체 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건은 적십자사의 행정 상 의사결정권을 가진 부서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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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과 관련하여) : 주요 기금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십자사는 자사의 활동에 기
여한 기업이나 기타 단체의 후원사실을 홍보물에, 또는 제품의 판매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적십자사에 기부되었을 경우 판매제품에 언급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당한 오용의 위험이 따르므로, 위 제3항의 (a), (c),
(d), (e), (f), (g), (h) 에 명시된 조건들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적십자사는 이러한 후원사실의 언급이 신중하게 이루어져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장은 해당 회사의 홍보물에 재현될 수 있으나, 판매제품이나
상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는 제품이나 상품은 오래 지속되도록 디
자인되었으며, 적십자사가 그 사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보물 상에 표장 재현을 허가할 때는 표장이 소형이어야 하며, 대중들이 해당 적
십자사와 계약 회사 및 단체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
여야 한다.
또한 적십자사는 홍보 캠페인과 관련된 회사의 계좌를 조사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
다. 적십자사는 이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회계감사 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
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제3항의 (e)에 명시된 계약취소의 권리에 더하여 적십자사는
표장사용 관리조건이 계약 회사나 단체에 의해 고의로 위반되었을 경우, 일체의
보상 책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4조 제3자에 의한 표장의 사용 요청
①적
 십자사 및 적십자운동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2조, 제23조에
언급된 경우들과 본 조에서 정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적십자사는 제3자에 의
한 표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②적
 십자사는 만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떤 물건이 제네바협약에 의거하여 보호
또는 표시수단으로서 실제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대변
하고, 표장이 해당 회사의 상표와 나란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해당 물건에 표장
을 표시하고자 하는 요구에 응할 수 있다. 허가는 구체적인 시간 및 물건의 수
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에 대한 주요 목적은 지속적으로 국제인도법이나 적십자사 및 적십자운동의 활
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적
 십자사는 어떤 기관이 상업적 이익 추구 없이 오직 적십자사 및 적십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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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장 사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적십자사는 표장사용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제3자에게 언제든지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 허가는 즉시 철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 고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십자사가 제3자에게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용은 적십자 측에 엄격한 통제
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2항과 관련하여) : 예를 들면, 군 구급차 축소모형,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대표 인물 피규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적십자사와 특별한 합
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장사용의 허가는 그 허가를 제공한 적십자사가 속
한 국가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적십자사는 이러한 허가를 내줌으로써 어느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손해에 기인하여 유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표장사용에 대한 허가는 결코 재정적 기여의 대가로 주어져서는 안 되
며, 표장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제23조에 명시된 규정들은 본 항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마찬가지로 재정적 이득 외의 목적으로 표장사용을 희망하는 회사도 반드
시 적십자사에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제23조의 명시된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3항과 관련하여) : 적십자사는 시의적절함 혹은 법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재정)
자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단체이지만, 적십자사 및 적십자운동의 활동을 홍
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협회나 재단 등의 기관에 표장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신들의 회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십자사 및 적십자운동의
활동을 홍보 또는 보급하기 위해서만 표장을 사용할 자격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
다. 그러므로 표장사용은 적십자사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
의 제4항 참조)

제4절 특별규칙
제25조 타 단체와의 협력
제23조 및 제24조에 언급된 경우와 더불어, 적십자사는 특정 임무의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다른 인도주의 단체의 표장과 함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인식 속에 해당 적십자사와 다른 단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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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적십자사는 다른 단체의 표장과 함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사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인도적 활동과 보급 캠페
인(예를 들면, 공동 간행물의 제작)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동 사용을 추
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표장은 오로지 표시적 사용만이 가능하다.

제26조 메달 및 기타 감사의 징표
표장은 메달이나 기타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징표에 사용될 수 있다. 단, 적십자사
의 이름을 병기해야 하며, 가급적 메달의 목적을 묘사하거나, 제공된 서비스를 정
의하는 간단한 설명을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표장의 디자인은 위의 제
5조 제3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장식적으로 쓰일 수 있다.

제27조 구호품 화물
적십자사는 무력충돌 및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을 위해 철도, 도로, 해상, 항공으로
운송된 구호품상에 자사의 명칭 또는 약자와 함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적십자
사는 표장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장은 구호품의 원산지(또는 기탁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호품 자체에만 사용가능
하며, 이용되는 운송수단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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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제1장 앙리뒤낭 기장 규정
REGULATIONS FOR THE HENRY DUNANT MEDAL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 채택(1965, 비엔나)
제24차 국제적십자회의 개정(1981, 마닐라)1

1.	앙리뒤낭 기장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으로서 주로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
별한 봉사와 헌신적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기장 수여기준은 위험을 무릅쓴 행위 및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를 위험에 처하
게 하는 힘든 상황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활동에 오랜 기간 헌신하
였을 경우에도 수여된다.
3.	앙리뒤낭 기장은 앙리뒤낭의 측면 얼굴을 부조로 넣은 적십자 모양을 녹색 리본
에 매단 형태이다. 다른 적십자 배지나 장식품을 착용할 때 우선권을 가진다.
4.	앙리뒤낭 기장은 매 2년마다 적십자 상치위원회의(이하 ‘상치위원회’)의 결정으
로 전체회의 시 수여된다. 예외적으로 상치위원회는 위원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
우 2년 주기와 전체 회의 개최에 상관 없이 즉시 수여할 수 있다.
5.	매 2년마다 5개 이내의 기장을 수여한다. 상치위원회는 그 수를 줄이거나 예외
적으로 늘릴 수 있다.
6.	최근에 사망한 사람에게 앙리뒤낭 기장을 추서(追敍)할 수 있다.
7.	기장 수상자 추천은 상치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며, 세부 사항과 이를 입증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각국 적십자사, ICRC, IFRC 또는 상치위원회 위원이
개인을 추천할 수 있다.
8.

후보자가 반드시 그를 추천하는 적십자 기관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다.

9.	상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무국은 상치위원회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명백한 부적격 후보에 대한 거부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IFRC
와 ICRC 합동회의에 후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0.	상치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자회의 전체 회의에서 기장을 수여한다. 만약 수상자
나 또는 그의 가족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상치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수상

1. 규정 개정 등 앙리뒤낭 기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권한을 대표자회의에 부여하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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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당 적십자사 또는 유관단체의 회장이나 수석
대표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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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앙리뒤낭 기장 수여 기준
CRITERIOR FOR AWARDING THE HENRY DUNANT MEDAL

1963년 국제적십자운동 100주년 기념 대표자회의에서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의 이
름이 새겨진 기장에 대한 제안이 제출되고 원칙적으로 승인되었다.
오스트리아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앙리뒤낭 기장은 1965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적십
자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첫번째 상은 그 다음 회의인 1969년 이스탄불에서 수여되
었다.
기장의 목적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특별한 봉사와 위대한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다. 상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5명 이하의 대상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이는 국제적십자운동이 그 구성원들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로서의 기장의 가치를
높이고 위상을 유지시킨다.
상치위원회는 1965년 채택되고 1981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동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활동 또는 장기간의 헌신 봉사를 인정하는데 있어, 그러한 활동 및 봉
사의 국제적 의미에 그 중점을 둔다. 국제적 의미가 다소 부족하면, 동 위원회는 개
인의 자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관련 적십자사에서 포
상하도록 한다.
최근 많은 국제적십자운동 요원들이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
하는 요원들에 대한 위험이 높이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망, 상해사건이 심각하게 증
가하고 있다. 앙리뒤낭 기장은 예외적으로 추서(追敍)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기장이 5개로 제한되지 않는다. 수여된 기장의 다수가(또는 1997년 세비야 대
표자회의의 사례에서와 같이 거의 모두가) 최근에 사망한 개인에게 수여되고 있다.
상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기장이 사망한 요원에 대한 추억을 명예롭게 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이 상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상치위원회는 적십자활동과 관련하여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국제적
십자운동 구성기관 요원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끼고 있으나,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운 기장 혹은 상의 제정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상치위원회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왜 선정되고 기장을 받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향후 여생 동안 타인들에게 좋은 삶의 본보기로써 존경
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상치위원회는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최근에 은퇴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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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우선적 수여대상으로 선정하며, 대부분의 상이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자주 수여되었다고 해서, 비극을 간과할 의도는 없다. 국제적십
자운동 구성원들(각국 적십자사, ICRC, IFRC)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임
무 수행과정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거나 목숨을 잃은 요원들에게 경
의를 표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는 지역적 관례
로 존중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 자원, 전통에 따라 각각의 국제적
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기장, 증서, 기념패, 기념출판, 예술행사 혹은 조용한 추도를
위한 정원 또는 장소 등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행사
들은 적절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앙리뒤낭 기장의 추서(追敍)는 아직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은 이후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형태의 인정 방법을 만들어야 하며, 극
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앙리뒤낭 기장의 추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앙리뒤낭 기장 수여 기준
상치위원회 회의 채택 (1998. 4.20 ~ 21)

1. 앙리뒤낭 기장의 목적과 수여기준
“앙리뒤낭 기장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으로서 주로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봉사와 헌신적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장은 위험을 무릅
쓴 행위와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 또는 국제적십자운동
에 대한 장기간의 헌신적인 활동에 기반하여 수여된다.
위의 기준에 덧붙여 상치위원회는 기장이 국제적십자운동 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외적으로 공지한 바 있다. 한 번에 아주 극소수의
기장만이 수여되어야 하고, 추서(追敍)될 수 있다.
상치위원회는 앙리뒤낭 기장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이상을 위해 장기간 특별한 봉사를
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이례적인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차별성을 가
지는 국제적십자운동 내의 개인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또한 상치위원회는 아래 규정
의 해석에 따라 후보자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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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성원(member)
적십자의 구성원이라 함은 국제적십자운동을 위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 없
이 자원 봉사하는 개인이나 혹은 생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급 받는 전문가(대표,
직원)를 말한다.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그들의 지위보다는 활동의 특별함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상치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있어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단순히 오랜 경
력을 인정하는데 기장을 이용하거나, 특정 리더가 실제적 또는 인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국제적십자운동 내에서 활동 중인 사람에게
는 기장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
기관 및 법정기구 내의 모든 상급 지위 후보들에게 유지되고 적용된다.
본 기장은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외의 현장에서 중립과 독립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배치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게
는 수여되지 않는다.
1.2 국제적으로 뛰어난 공적
동 규정은 앙리뒤낭 기장이 주로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과 봉사를 인정
하는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개별 적십자사가 국가 차원에서 해당 구성원
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거나 제정한 여타의 기장과 앙리뒤낭 기장이 구별
되는 점이다. 후보자는 국제적십자운동 활동의 일반 정책이나 경영, 활동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측면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해 추천, 심사, 평가되어야 한다.
1.3 위험을 무릅쓴 행위와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
 리뒤낭 기장이 제정되었을 때, 이는 주로 현장활동 중 불굴의 용기를 보여준
앙
행위를 인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주요활동 중에 인도주의 이상
에 대한 헌신과 이례적인 용기를 보여 남들과 구별되는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
이 이 기장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특히 최근에는 인도주의 요원에 대한 존중이 많은 상황에서 감소하
고 있어, 기장이 주로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개인 혹
은 대표들에게 수여되었다. 물론 임무수행 중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고
통을 받거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하나,
앙리뒤낭 기장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들이 자체적으로 상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이 불굴의 용기와 헌신으로 타인을 돕기 위해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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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쓰고 활동하다 피살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기장이 수여되어야 함은 당
연하다. 후보자를 심사할 때는 여러 활동에 내재된 위험보다는 개인의 특별한 공
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앙리뒤낭 기장 추서(追敍)
기장 추서를 위해 후보자는 위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서 심사되어야 한다. 추서기장
은 개인적으로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없다면, 적십자 활동 중에 사망했다고 해
서 자동적으로 수여되지는 않는다. 수상자들이 자신들의 동료가 인도주의적 대의명
분에 따라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자신들을 타인에 대한 모범으로 생각한다는 것
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장은 이미 사망한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
여되어야 한다.

3. 임무 중에 살해당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 대한 경의
임무수행 중에 피살당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자원봉사자나 대표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상치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다음의 주요한 기준에 따
라 각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이 자체의 기장 또는 다른 방식의 경의 방식을 마련할
것을 독려한다.
3.1 임무수행 중 부상 당하거나 피살당한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기준
 은 인도주의 활동들은 무력충돌 상황이나 자연재난, 기술재난 등의 위험한 상
많
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행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많은
적십자 구성원들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이기고 생존해왔다.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중에 있는 자를 표창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의 제정은 어
렵지만, 사고와 피살 사이의 구분은 꼭 있어야 한다. 임무 중에 사망, 심각한 정
신적 육체적 피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인정을 받아야 한
다.(예를 들어, 살인, 전투원에 의한 상해, 강도질, 인질, 강간, 자연·기술재난
구호활동 중 사고) 또한 미리 계획되어 지지 않은 지뢰, 유탄 등으로 야기된 사
망과 상해도 고려될 가치가 있다.
3.2 상의 종류
임무 중에 피살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반드시 기장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표창장과 같은 문서일 수도 있고 공개적이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행사 형태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수상에 대한 보도는 타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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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감수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에게 주는 중요한 인
정수단이 된다.
4. 결론
상치위원회는 본 문서 2, 3번에 해석된 대로 본 규정의 제시된 목적
과 기준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에게 앙리뒤낭 기장을 수여
할 것이다. 또한 중 임무수행 중 입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고통 받거나, 사망한 구성원들을 기리기 위한 자체적 인정제도가 아직
없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은 이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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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적십자 평화와 인도의 상 규정
REGULATIONS FOR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PRIZE
FOR PEACE AND HUMANITY

대표자회의 제정(1987, 리오데자이루)

1.	적십자 평화와 인도의 상은 국제적십자운동 이념의 보급 또는 인도주의 활동을
통하여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적십자사나 개인에게 상
치위원회가 수여한다.
2.	매 4년마다 대표자회의 기간 동안 최대 2개의 상이 2개의 적십자사나 2명의 개
인 또는 1개의 적십자사와 1명의 개인에게 수여될 수 있다. 본 상은 최근에 사망
한 사람에게 추서(追敍)될 수 있다.
3.	본 상의 수상자는 상치위원회가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4.	선정기준은 ‘평화의 요소로서의 적십자의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of the Red Cross as a Factor of Peace)’과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십자
운동의 기여를 위한 기본지침(Fundamental Guidelines for the contribu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to a true peace in the
world)’에서 영감을 얻고, ‘인도주의를 통한 평화달성(per Humanitatem ad
Pacem)’이라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모토의 존중에 기여한 구체적 공적에 근거해
야 한다.
5.	각국 적십자사나 상치위원회의 위원에 의해서 제출된 후보는 위원회가 후보를 검
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 회기의 최소 8개월 전에 상치위원회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6.	본 상은 ‘평화를 통한 인도주의 달성’ 이라는 모토가 새겨지고 국제적십자운동의
평화를 위한 행동을 상징화 한 예술작품으로 구성되며, 수여 동기가 기술된 증서
가 부수(附隨)된다.
7.	본 상은 상치위원회 의장이 대표자회의 석상에서 수여한다. 수상자 또는 그 가족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경우에 해당 상은 관련 적십자사의 대표에게
전달되어 상치위원회 의장을 대신하여 수상자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한다. 적십
자사에 수여될 경우, 본 상은 해당 적십자사의 회장 또는 회장 부재 시에는 관련
대표에게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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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규정
REGULATION FOR THE FLORENCE NIGHTINGALE MEDAL

대표자회의 채택(1991, 부다페스트)

제1조
1907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8차 국제적십자회의 건의 및 191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상병자의 간호 개선을 위한 플
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위대하고 특출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
의 기부로 기금이 설립되었다.
본 기금의 수입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업적이 담고 있는 정신을 기
리기 위해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이라 불리는 기장의 수여에 사용된다.

제2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자격을 갖춘 남녀 간호사와 각국 적십자사나 그
유관 의료 및 간호기관의 정규 조력자 또는 활동적 구성원인 남녀 간호보조 봉
사원에게 수여될 수 있다.
본 기장은 상기의 사람 중 평시 또는 전시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특출한 업 적
이 있는 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 부상자, 병자, 장애자 또는 충돌이나 재해 시의 민간 희생자에 대한 특출한
용기와 헌신
- 공중보건 또는 간호교육 분야에 있어 모범적 활동 또는 창조적 개척 정신
본 기장은 수상자격이 있는 자가 순직하였을 경우 추서될 수 있다.

제3조
본 기장은 각국 적십자사의 추천에 의하여 ICRC가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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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 기장은 은도금되며, 앞면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초상과 ‘1820~1910, 플
로렌스 나이팅게일 기념(Ad memoriam Florence Nightingale 1820~1910)’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기장 이면의 원 둘레에는 ‘박애의 공덕을 현양(顯揚)
하고 이를 영원히 세계에 전한다(Pro vera misericordia et cara humanitate
perennis decor universalis)’라는 문구가, 그 중앙에는 수상자의 성명과 수
여일자가 새겨진다.
본 기장은 홍백 리본에 의하여 적십자를 둘러싼 월계관에 부착된다.
본 기장은 양피지로 된 훈기장(勳記狀)과 함께 수여된다.

제5조
본 기장은 각 국의 국가원수 또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회장에 의하여 직접 전
달되거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행사의식은 본 기장이 부여하는 높은 명예에 부합되도록 엄숙히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는 매 2년마다 행한다. 본 기장의 수여는 한번
에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광범위한 전쟁상태로 인한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수여가 1회 이상 불가
능하였을 경우 차기 수여 기장의 수는 50개를 초과할 수 있다. 단, 기장수여가
가능했을 때 통상적으로 수여되는 기장의 총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본 기장이 수여되는 해의 전년도 9월초부터 ICRC는 각국 적십자사에 회람문
및 신청서식을 발송하고, 각국 적십자사가 이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수상자
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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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국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의견을 종합한 후, 추천하는 후보자의 명
단과 자격요건을 ICRC에 제출하여야 한다.
ICRC가 공정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이름
과 기장의 수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모든 신청은 각국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로부터 제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각국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후보자를
매회 추천할 의무는 없다.

제9조
신청서는 관련 지원서류와 함께 기장이 수여되는 해의 3월 1일 이전에 ICRC
에 도착하여야 한다.
위의 기일이 지난 후에 도착한 신청서는 차기 수여에 회부된다.
제10조
ICRC는 완전한 선정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ICRC는 제출된 신청자의 자격사
항이 이 기장의 영예를 누리기에 불충분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예정된 기장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11조
ICRC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에 각국 적십자사의 중앙위
원회에 기장수여 확정명단을 회람, 통보한다.

제12조
1991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본 규정은 플로렌
스 나이팅게일 기장에 관한 이전의 모든 규정, 특히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
(워싱턴, 1912), 1913.12.24 일자 규정 및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제네바,
1921), 제13차 국제적십자회의(헤이그, 1928), 제15차 국제적십자회의(도쿄,
1934),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토론토, 1952), 제24차 국제적십자회의(마닐
라, 1981)에서의 개정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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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쇼켄황후 기금 규정
REGULATIONS FOR THE EMPRESS SHÔKEN FUND

제16차 국제적십자회의 승인(1938, 런던)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 개정(1957, 뉴델리)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 개정(1986, 제네바)
대표자회의 개정(1991, 부다페스트)
제27차 국제적십자회의 개정(1999, 제네바)
제28차 국제적십자회의 개정(2003, 제네바)
대표자회의 개정(2005, 서울)

제1조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1912, 워싱턴)에서 일본 황후가 국제적십자운동에 ‘평
시 구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본 기금 10만엔을 기부하였고, 그 후 제15
차 국제적십자회의(1934, 도쿄)에서 일본 황후와 황태후가 10만엔을 기부하
여 20만엔으로 증가하였다. 1963년 국제적십자운동 100주년에 일본 황후로
부터의 기부금은 3,600,000엔으로 증가하였고, 1966년 이후에는 일본정부에
서 이를 계승하였고 일본적십자사에서도 기부금이 들어왔다. 이 기금을 “쇼켄
황후 기금”이라 칭한다.

제2조
이 기금은 개인역량에 의해 선발된 6명의 인사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관리
되고 배분된다. 이 합동위원회는 ICRC에서 임명한 3인, IFRC에서 임명한 3인
으로 구성되며, 정족수는 4인이다. 의장은 영구적인 베이스로 ICRC의 대표가
하며, IFRC는 합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맡는다. 이 합동위원회는 제네바에서 회
합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IFRC 본사에서 모인다.

제3조
기금의 자본금과 이후의 기부, 기여금은 온전히 유지된다. 단지 자본금 및 이
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은 아래 열거된 활동들의 전부 혹은 일부의 비용충당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의해 수여된 배분금으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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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난준비
b) 보건 분야 활동
c) 헌혈
d) 청소년 활동
e) 응급처치 및 구조 프로그램
f ) 사회복지 활동
g) 적십자 인도주의 가치 보급
h) 각국 적십자사 활동 개발을 위한 공공이익 프로그램

제4조
배분금 받기를 희망하는 각국 적십자사들은 자신들의 중앙위원회를 거쳐 필
요한 신청서를 전년도 12월 31일 전까지 합동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3조에 나열된 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관련 세부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한다.

제5조
합동위원회는 앞선 조항에서 언급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배분해야 한다.
매년 결정이 내려지면 각국 적십자사에 그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해 수여된 배분금을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에 사용해야 하
는 경우, 각국 적십자사는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7조
각국 적십자사는 합동위원회에서 배분금을 받고 12개월 안에 배분금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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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쇼켄황후의 서거를 기념하는 매년 4월 11일에 배분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9조
각국 적십자사들은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관
리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을 쓸 수 있다.

제10조
합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 현재의 기금상황과 전차 대표자회의 이후 결정된
배분금과 각국 적십자사의 배분금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대표자회의는 이 보고서를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일본 황후일가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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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모리스 드 마드레 프랑스 기금 규정
REGULATIONS FOR THE FRENCH FUND MAURICE DE MADRE

ICRC 총회 채택(1974. 9. 9)
1981. 4. 9/ 1995.12.13 개정

제1조
모리스 드 마드레 프랑스 기금은 1970년 12월 25일 사망한 모리스 드 마드레
공작에 의해 ICRC에 기증된 자산으로 구성된다.

제2조
1. 고
 인의 유지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여건에 따라 자본금은 응급구호요원, 적
십자 요원, 간호원 등 분쟁지역 혹은 재난지역에서 임무수행 중 심각한 상해
를 입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국제적십자운동 구
성기관의 정규 및 임시직 직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2. 위
 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생명을 잃었
을 경우,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점차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
들에게 재정보조가 지원된다.
3. 위
 원회는 아래 사람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재활, 교육에 대한 지
원을 제공한다.
-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직원
- 직원의 가까운 친인척
- 사망한 직원의 가족 (해당 사망이 질병, 사고 혹은 국제적십자운동 안에
서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무관)
4. 수
 혜자는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을 정하는 기금 이사회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제3조
1. 기금은

ICRC 총회(가능한 한 이사회의 추천 반영)에서 임명한 5명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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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는 이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각
기관의 동의 하에 ICRC 또는 IFRC 직원 또는 마드레 공작 일가)
총회는 이사회의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ICRC 직원 2명, IFRC 직
원 1명, 마드레 공작 일가 중 1명(원할 경우 포함), 이사회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5번째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 마
 드레 공작 가족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의 위원은 매 4년마다 다시 선출하
며,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3. ICRC는 사무국과 기금의 관리 및 회계를 책임진다.

제4조
기금은 ICRC 자산과 별도로 관리되며 회계도 별도이다.
매년 독립된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연간 회계는
ICRC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금의 일부인 자산을 매각할 수 있고, 기부자의 유지를 이행하기 위
해 최선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재투자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의 유지가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거나 작은 규모로만 이행
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ICRC에 현 자산에 대해 다른 인도적이며 호의적 용도
로의 전용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는 ICRC 전체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후속회의에서 좀
더 토의를 거친 후 결정될 수 있다.

제6조
현 규정은 ICRC 절차규정과 같은 조건 하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드
레 공작이 일반적인 의도에서 표현한 것처럼 기금의 본 목적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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