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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00
전 세계 51개국 1,16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9,000,000
전 세계 31개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현장에서 약 900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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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지난 한 해, 수천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네팔 대지진과 아이티 허리케인 등의 재난재해,

사람을 위한 사람의 힘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세계 곳곳에 약 6,000만 명의 식수 및 식량 부족을 초래한 수퍼엘니뇨,
수백만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끊이지 않는 내전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옥스팜은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긴급구호지역의 중심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 대지진 직후, 산사태가 겹쳐 진입조차 어려웠던 산골 피해지역에서

배우로서, 저의 활동과 작품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역정부, 파트너기관,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적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옥스팜의 노하우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피해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서 옥스팜의 ‘정의’는 갑작스런 재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골고루 도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2만 6천 명의 옥스팜 현장 직원들이 737개의 지역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가난을 심화시키는 수 많은 난제들에 맞서 활동해 왔습니다.

옥스팜이 활동하는 재해지역 및 난민촌에 방문하게 되면서, 재
난 및 분쟁 후의 참혹한 현실과 회복을 위한 오랜 기다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할지 그 방향을
잡게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와 내전의 피해를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난한 나
라들이 갑작스런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앞으로 지구촌의 어려움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피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건 이후에도 함께했습니다.

저에게 의미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 가난으로 고
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문제에는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기를 요청하는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
니다.

옥스팜과 함께 도움의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옥스팜 후원자 및 홍보대사, 배우

1년 간의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훈

지난 한 해 옥스팜을 통해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는 후원자님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팜을 신뢰하고 함께하시는 후원자님의 참여와 진심어린 격려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표

02 - 2015/16 OXFAM ANNUAL REPORT

지경영

2015/16 OXFAM ANNUAL REPORT - 03

옥스팜 소개

옥스팜 활동지역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5년 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부족 해결 등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위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해왔으며,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구조적, 정책적 변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1942년

94개국

1942년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의 활동을 통해 설립

세계 최빈국 94개국 현장에서 사업 진행
(전 세계 활동 국가 기준)

1953년

2만6천 명

한국 전쟁 당시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 약 6만 파운드 지원,
한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긴급구호 활동

전 세계 2만 6천 명의 옥스팜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18개 국가연합

2억 명

옥스팜 연합(Affiliates)은 18개 국가의
독립기구로 구성, 하나의 글로벌 목표를 공유

지난 5년간 옥스팜은 재난 현장에서
2억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활동

18개 후원국가 / 94개 활동국가
후원 국가

활동 국가

비전 및 목표
옥스팜의 비전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옥스팜의 목표는 가난의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가난의 구조를 바꾸고, 사람 스스로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활동을 통합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전 세계 2만 6천 명의 옥스팜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영역
2015. 4~2016. 3 한 해 동안, 옥스팜은 아래 3가지 통합적 방법으로 가난에 맞서 싸워왔으며
3억 2천2백만 파운드(한화 5천4백7십4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긴급구호 현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곳에 머물며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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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및 옹호활동
국제개발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중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응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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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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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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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재정보고(2015. 4~2016. 3)

지난 해 후원금 수입내역 (2015. 4~2016. 3)

옥스팜코리아는 후원금 사용 및 지출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후원자님들과
옥스팜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옥스팜이 지난 한 해도 전 세계 약 31개의 긴급구호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43%

약 94개국에서의 개발사업 및 옹호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립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3천12억 4천만 원

옥스팜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기부, 기관후원 또는

1%

2%

일반 후원금 및 유산기부 26%

기타 공공기관 보조금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1천841억 1천만 원
(*한국사무소에서 모금된 모든 기부금은 월 단위로
영국본부로 100% 송금되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Humanitarian)

프로그램 비용

3%

21%

채리티샵(charity shop) 판매수익 21%

37%

총 수입

1천467억 1천만 원

국제개발활동(Development)

42%

43%

7천49억 9천만 원

영국 재난구호위원회(DEC) 사업후원금 2%
134억 3천만 원

캠페인 및 옹호활동(Campaigning and advocacy)

3%

기부물품 4%
307억 7천만 원

운영비용(Support costs)

10%

영국국제개발부(DFID) 협력사업후원금 3%

26%

190억 4천만 원
기금모금비용(Fundraising)

8%

기타 1%
96억 9천만 원

* 옥스팜코리아는 옥스팜 영국본부의 한국사무소로서, 한국의 모든 후원금은 월 단위로 영국본부로 100% 송금되어,

5%

위와 같은 비율로 94개의 활동국가의 프로그램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옥스팜코리아를 포함한 영국 본부의 총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년 4월 세계적인 회계 전문기관인
PwC (PricewaterhouseCoopers)사(社)의 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법, 기부금품법,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지침에 따라 보고,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후원금 사용내역 (2015. 4~2016. 3)
* 기금모금비용 및 채리티샵 프로그램을 제외한 후원금 중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캠페인 및 옹호활동에 직접 쓰여진 프로그램비 사용기준
* 한국사무소에서 모금된 모든 기부금은 동일비율로 각 활동에 쓰여집니다.
43%

2015년 영국의 BOND(www.bond.org.uk)와 NIDOS(http://www.nidos.org.uk)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43%

총 사용내역

2천376억 6천만 원

5천474억 원

국제개발관련 전문기관에서 48개의 주요 영국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투명
성 보고서 (Transparency Review 2015–Cohort Report, Nov. 2015)에서 옥스팜은

국제개발활동 52%

국제 NGO 중 투명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천845억 8천만 원

‘투명성 정책’, ‘기관 정보’, ‘거버넌스 및 재정’, ‘프로그램 활동 및 결과’의 4가지 영역
을 13가지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입니다.

투명성 보고서 보러가기

캠페인 및 옹호활동 5%
251억 6천만 원

52%

www.bond.org.uk/resources/transparency-review-2015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기준환율 1GBP =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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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한눈에 보기
(2015. 4~2016. 3)

전 세계 51개국 1,160만 명 지원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캠페인 및 옹호활동

식수(Water)

여성(Women)

일자리(Work)

불평등(Inequality)

지난 한 해 동안 옥스팜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캠페인 및 옹호활동을

옥스팜은 특히 식수공급(Water)과 여성(Women), 일자리(Work)와 불평등(Inequality)문제해결에

통해, 1,160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지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약자로서의 여성

역사회와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고 지역을 재건하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과, 지역사

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공평한 생활환경을 이룩하는 것이 빈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회와 각 가정이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개발활동, 가난을 심화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키는 원인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가난이라는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영구
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2015. 4월

2015. 5월

2015. 6월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2015년 4월 25일,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하여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
다. 옥스팜 긴급구호전담팀은 험난한 지형과 파괴된
도로망 속에서도 지진 발생 2주 만에 5만 명을 위한
급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1년 후에는 48만 명 이상에
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룬디 난민대상 긴급구호
부룬디 대선 직후 유혈사태를 염려한 4만 명의 부룬디
인들이 인접 국가로 탈출했습니다. 옥스팜 직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신한 난민들을 돕고, 탄자니
아로 도피한 부룬디인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했습니
다. 탄자니아는 이전에 세운 난민캠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옥스팜은 20년 전에 이곳에서
르완다 난민을 도왔고, 당시 사용했던 일부 식수 공
급망은 사용가능한 상태였습니다.

G7 국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
동할 것을 촉구
2015년 6월 6일, 옥스팜은 기업, 학계, 기후변화 전
문가들과 함께 펴낸 ‘Let Them Eat Coal’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
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G7 국가가 석탄 사용을 줄여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
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의 약 85만 명에게 식수,
위생시설 제공 및 보건상태 개선
옥스팜은 파트너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과 케냐에
사는 약 85만 명에게 물 혹은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위생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영국국제개발
부(DFID)가 재정을 지원하는 4개년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완수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점 도달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
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맞
추어, 전 세계 175개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옥스팜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옥스팜 연합의 통합
적인 노력으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에게 130만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세계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아프리카·중남미, 수퍼엘니뇨 피해 긴급구호
수퍼엘니뇨의 영향이 거세지면서 과테말라와 니카
라과 등 중남미 11개국의 350만 명 이상이 극심한 가
뭄으로 인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옥스팜은 피해
지역의 흉작과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농부들의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주민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 긴급구호 보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이 식량 및 식수난을 겪게된 에티오피
아에는 급수차 및 물 저수지를 통해 식수를 공급하고
죽어가는 가축의 사료 및 백신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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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중동지역 여성권리보호
옥스팜은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67개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7만여 명(76%가 여성)을 도왔습니다. 1년간 수
백 명에 달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아직도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권리와 필요를
위해 나섰습니다.

2016. 1월

1%를 위한 경제 (Even It Up 캠페인)
옥스팜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
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불평등 보고서 [1%를 위한 경제(An Economy For
the 1%)]를 발간했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끄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옥스팜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전 세계 최상위
부유층 62명의 사람들이 하위 50%(절반)가 소유한
재산과 맞먹는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5. 8월

2015. 9월

예멘 공습에 대한 대응
예멘 내전 상황은 공습으로 악화되면서 공항과 항만
이 폐쇄됐습니다. 옥스팜은 예멘에서 활동을 이어가
는 몇 안 되는 국제 NGO 가운데 하나로서, 8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수, 위생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
적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없는 세상에 살 것입니다
옥스팜은 2015년 9월 25일, ‘우리는 가난이 없는 세
상에 살 것입니다(We won’t live with Poverty)’라는
캠페인을 통해, 과거 15년간 극심한 가난(Extreme
Poverty)이 1/2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와 함께 앞으로
15년 후에는 극심한 가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캠페인
을 진행했습니다.

2016. 2월

2016. 3월

네팔 대지진 후 2만 가구에 일자리 제공
네팔 대지진 후 2만 가구 이상이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를 재건했습니다. 잔해 제거부터 도로 재
건, 관개수로 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진 이후 일자리를 잃은 피해민들에게

시리아 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공급
옥스팜은 시리아 내전 난민 약 2백만 명 이상에게 식
수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과
반군이 장악한 지역, 그리고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
는 수십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 모두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임금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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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전 세계 31개 긴급구호 현장에서 900만 명 지원
옥스팜은 전 세계 31개 긴급구호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기본
적인 단계에서부터 활동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재난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네팔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난 한 해 전 세계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프로그램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옥스
팜의 현지 팀은 생존 필수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구호물품과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력한 재난 대처 계획 모두 신속한 대응을 가능
하게 했습니다. 재난 이후 3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에게 깨끗한 식수와
위생물품, 화장실, 긴급 피난처 및 식량 등을 공급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중 7개 지구에서 48만 명 이상이 옥스팜 긴급구호활동의

시리아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기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당국과 UN 기구들의 긴급 식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옥스팜은 시리아 내전위기 속에서 수만

430만 명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전력 부족으로 인해 수도
전체와 다마스쿠스 농촌 지역에 대한 수질 검사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옥스팜은 다마스쿠스 지역 수자원 연구소에 끊이지 않는 전력공급시스
템을 제공했습니다. 옥스팜은 매우 짧은기간 내에 물 공급 트럭을 필요
한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심각한 물 부족
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확인했고, 이 자료는 각 지역 수자원 담당 기관과

540만 명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협력하여 대량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보건증진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150만 명
위생 시설 개선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염병의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170만 명
긴급식량, 현금 또는 교환권,
그리고 기타 생존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 4~2016. 3 기준)

사용되었습니다.

네팔 대지진 피해지역인 마단푸르(Madanpur)에서 피해민이 옥스팜의 동절기 구호물품과
피난처 키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 2016. 2.

옥스팜의 긴급구호 대응으로 네팔 이재민
48만 1,9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29일 기준)

49,978개

40,027명

임시 피난처 제공

위생물품 제공

아이티에서 콜레라 확산 방지 지원

재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필리핀 당국의 역량 향상

에볼라 사태, 그 이후

2010년 대지진 이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열악한 물과

옥스팜은 역대 가장 강력했던 필리핀 태풍 하이옌(2013. 11)의 피해를 입은

2015/16 동안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서 발생한 2014 에

위생상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옥스팜은 아이티 적십자(Red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건조기는 50만 명 이상에게 피

볼라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하여 전염병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에

Cross in Haiti)와 협력하여 북동부 지역에서 약 4만 8천 명에 달하는 사

해를 끼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볼라 사태 당시에는 기존의 위생 시설 및 보건 증진 역량을 새로운 상황

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옥스팜은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의

에는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자신의 농사와

에 맞게 개선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데에 주력했다면, 그 이후부터

역량을 강화하고, 콜레라 치료센터를 지원하며,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17,886명(11,140명이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했

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 및 경험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
사태를 예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등 인프라를 공급했습니다. 전략 거점에 질병 예방과 인식 제고

고, 4,000명(2,189명이 여성)이상에게 지역 일기예보를 제공했습니다.

활동을 하기위해, 콜레라 전염 예방 전략에 대해 아이티 적십자 지도자

옥스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의 변화와 피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봉사자 210명을 교육했고, 라디오 및 대규모 지역사회 모임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기상청을 설치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적으로 위생습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폭넓은 예방대책을 실행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192만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동이 세르비아 북부에서 옥스팜의 동절기 구호물품을 배급 받는 모습. / 2015. 10.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West Africa), 폴트 로코 에듀카이드 초등학교. 옥스팜은
깨끗한 물, 수도시설, 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옥스팜 관계자가 손씻기, 화
장실 및 샤워실 청소 등의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5. 12.

14,104개 가구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
(Cash For Work) 프로그램에 참여

12,045개

4,941개

월동구호물품 제공

임시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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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West Africa), 폴트 로코 에듀카이드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손을 씻는 학생의 모습. 옥스팜은 태양열 물펌프, 수도시설, 남/여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 2015. 12.

2015/16 OXFAM ANNUAL REPORT - 13

국제개발활동

옥스팜은 물공급(Water), 여성지원(Women), 일자리창출(Work), 그리
고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불평등(Inequality)문제 해결, 이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옥스팜은 가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일합니다.

해결책 1. 물 공급(Water)

해결책 2. 여성(Women)

옥스팜은 물이 필요한 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가 물 관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시에라리온)

전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불평

여성의 생계 수단 향상(콜롬비아)

하는 것을 돕는 최대 규모의 NGO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에서 옥스팜은 12만 4백 명에게 더 나은 위생시

등, 차별에 맞서는 옥스팜의 활동은 극심한 빈곤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

옥스팜은 4년 전 콜롬비아의 알타 구아히라의 와우 공동체와 협력을 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긍

설을 제공했고, 10만 명 이상에게 긴급식수 및 위생용품을 지원했으며,

니다. 그것이 바로 옥스팜이 모든 활동에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이유

작한 이후 물과 위생 및 보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환경을

정적이고 혁신적인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20만 2천 명에게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을 확보했습니다. 프리타운 시 위

입니다. 옥스팜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도와 리더십 고취, 폭

개선함으로써 4만 7천 256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사

원회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수도 공급량 증가 및 수자원계획

력근절, 여성의 경제권 확보를 고려합니다.

망률이 감소했고, 지역사회 내의 질병 수준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옥

분쟁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하기(시리아)

향상을 도왔고, 이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해 약 50만 명이 다마스쿠스의 농촌 지역인 자라마나로

스팜은 또한 150개 농촌 여성 단체를 지원하여 국가개발계획에 새로운
여성의 리더십과 행동주의 지원(중동, 북아프리카, 네팔)

조항을 2개 추가하도록 했고, 농촌 여성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했을 때, 지역의 상수도로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옥스팜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확보(파키스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6만 8천 738명(그 중 76%는 여성)의 사람들

콜롬비아의 5백만 명 이상의 농촌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 신속하게 우물을 다섯 개 더 설치함으로써 물 공급량을 50% 증가시

옥스팜은 지난해 파키스탄에 지역 시민단체를 설립함으로써 7만 2천 명

과 567개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도와 여성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켰고, 약 12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발전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수도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 행동을 취하

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

기를 새로 설치하여 알레포에 있는 수도 펌프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약

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위원회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쓰

재 모로코와 튀니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와 예멘에서 14개 여성인권단

여성 폭력 근절(잠비아)

1백만 명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레기 수거를 위한 카트가 제공되었으며 거리청소가 시작되는 등 위생이

체에 재정을 지원해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잠비아에서는 옥스팜의 혁신적인 캠페인인 ‘나는 그녀를 아껴요(I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

서는 옥스팜이 지원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에 150명의 여

Care About Her)’를 통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태

물이 귀한 곳에 물, 위생 공급하기(케냐, 콩고민주공화국)

고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낮은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성이 총리와 대통령을 만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

도와 행동습관, 권력관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프로그

옥스팜은 파트너와 함께 케냐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사는 약 85만 명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표단을 만난 이후 이들의 요구를

램을 통해 8개 지역에 걸쳐 7천 명 이상의 남성들과 소년들이 이 캠

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위생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영국국

가능한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현재 요청사항

페인에 참여했고, 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남왈라

제개발부(DFID)가 재정을 지원하는 4개년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완수했

중 일부는 이행되었습니다.

(Namwala) 지역에서만 여성폭력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약

습니다.

3만 명에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탄자니아 니아루구수 난민캠프(Nyarugusu Refugee Camp, Tanzania) 재봉사 여인의 모습. 옥스팜에서는 생계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캠프 내의 재봉사들을 모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자재 및 재정을 지원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한 후 분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2016. 3.

지난 한 해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12만 5천 명
생산자들은 이제 자신의 상품을
더 많은 시장에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만 4천 명
기후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2,900명
농촌 및 도시의 소상공인들이
옥스팜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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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
농작물과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 개선 관련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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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및 옹호활동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스팜이 국제개발, 긴급구호활동과 더불어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해결책 3. 일자리(Work)

해결책 4. 불평등(Inequality)문제 해결

옥스팜은 정의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위해 그 영향력을 키우고, 네트
워크를 확대했으며, 지지자와 캠페인 운동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직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굶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빈곤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전 세계

주림과 질병,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난이 닥치게 되면 가장

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권과 경제적 활동의

극심한 피해를 입는 이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반면, 기득권을 가진 소수가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수행된 캠페인 및 옹호활동

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재난 후 일자리 창출(네팔)
네팔 대지진은 가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유도(미얀마)

습니다. 옥스팜은 48만 1천 900명의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했고,

미얀마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옥스팜은 시민들이 공공재정의 분배를 결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을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

정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잔해 제거부터 도로재건, 관개수로 정

25개 시민사회단체와 하나의 국가적, 4개의 지역적 네트워크, 100여개

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금을 제공함으로

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90개 마을의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필수

써 개개인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네팔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출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서 2만 가구 이상이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으로

왔습니다.

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시민 참여 증가(가나)

19만 명

80만 명

세상을 바꾸는 오프라인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1만 5천 건

2,100건

옥스팜 활동이 언론에
기획 보도되었습니다.

옥스팜이 주도한 캠페인 및
옹호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존을 넘어 자립으로(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옥스팜은 가나에서 석유 자원을 통해 얻은 국가의 수익을 통해 소규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인 가자에서는 취약계층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모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5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 현금을 직접 투입합니다. 세계 식량

년에는 ‘에너지 정책을 위한 아프리카 센터(Africa Centre for Energy

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현금 교환권

Policy)’라는 협력기관에서 석유 자금 지원을 받은 농업 프로젝트의 성과

불평등

프로그램은 현금 교환권(카드형태) 지급을 받은 가족들이 이를 통해 연계

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영했고, 석유 수익에 대한 예산 및 지출의 분석

옥스팜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 ‘1%를 위한 경제’와 함께 2016년 1월 다보

상점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으며, 금액은 매주 충전되는 것으로서, 7만 명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앞서 “동등하게 나눠요(Even It Up)”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 중소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모든 캠페인의 기록을 갱신하며 전례

업 지원에 있어 유익하며, 취약 계층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없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보스를 향해 날아오는 동안, 옥스팜 보고서는 수많은 헤드라

지난 한 해 전 세계 빈곤 인구 역량 강화

13만 명
지역 정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옥스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11만 명
비정부기관, 민간기업,
언론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를 앞두고, 영국 런던 길거리에서 수
천만 명의 캠페이너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가국들이 올바른 기후협의안을 타결해줄 것을 촉구하
고 있습니다. /Rob Pinney/Avaaz

인을 장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62명이 하위 36억 명

기후 변화

17만 명

의 재산을 합친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2015년 12월, 옥스팜과 함께 전 세계 175개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사람

이와 같은 불평등이 주로 조세 피난처에서의 납세 회피 때문에 발생한다고

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

옥스팜의 사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또는 국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연설 중.

에서 좀 더 강력한 협약이 논의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옥스팜 연합 전반
에 걸친 통합적인 노력으로, 총 1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프랑수아 올랑

또한, 옥스팜은 2015년 7월에 열린 개발재원회의(세계 조세 정상회담,

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190개국 이상이 세계 기온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의제로 세계 조세 개혁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을 부각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옥스팜과 다른 NGO들은 G77(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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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합 내 결성된 개발도상국 연합체) 국가들이 세계 조세 시스템 관장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

위해 좀더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

지난 한 해 동안(2015. 4~2016. 3), 옥스팜은 예멘의 내전에 대한 전 세

150만 명

동하고 있습니다.

계적 관심을 촉구하며, 영국 정부에게 예멘으로의 무기공급을 중단해줄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 교육, 정기적인 소식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조세를 관장하는 글로컬 거버넌스(Glocal Governance)를 지속적으로

내전이 발발한지 약 5년이 지난 2016년 2월에는 옥스팜의 분석을 통해

요구하려면, 옥스팜과 같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원조를 분담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난민들이 시리

것과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정전을 요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 짐 킴(Jim Kim), 세계은행 총재, 2016년 7월 개발재원회의 연설 중.

아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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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및 캠페인 활동

생명을 살리는 물과 위생(WASH) - 탄자니아(Tanzania)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만 명의 부룬디 난민들이 탄자니아 북동부
키고마(Kigoma) 니아루구수 난민캠프로 이동하여 정착했고, 이 곳이 포화
상태가 된 10월부터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느두타캠프로 이주했습니다.
2016년 3월, 옥스팜코리아 이제훈 홍보대사는 MBC LOVE챌린지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두 캠프에 방문했습니다.
“하루에도 최대 600명이 들어오는 캠프에 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도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훈 홍보대사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유
입되는 느두타캠프에서, 물탱크의 물을 난
민들이 자신의 임시거처 가까운 곳에서 받
을 수 있도록 수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치 작업은 강가에 있는 물을 발전기를 통
해 언덕 위에 있는 물탱크로 끌어올려, 물을
정화하여 언덕 아래 난민들이 사는 임시 캠
프 주변 수도시설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습
니다. 이제훈 홍보대사의 설치 작업을 통해
150명 이상의 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
받게 되었습니다.

느두타캠프에 사는 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설치 중인 이제훈 홍보대사.
탄자니아 느두타캠프 수도시설에서
물을 테스트 중인 이제훈 홍보대사.

‘생명을 살리는 거리 42.195km, LOVE챌린지 마라톤’에 참가한 이제훈 홍보대사와 배우 권율의 모습.

생명을 살리는 거리 42.195km, <MBC LOVE챌린지 마라톤>
2016년 4월, 옥스팜이 활동 중인 탄자니아와 네팔을 다녀온 이제훈 홍보
대사와 배우 권율은 긴급구호 현장에서 돌아온 후, ‘생명을 살리는 거리

옥스팜의 ‘생계(WORK)’ 프로젝트 - 네팔(Nepal)

42.195km’ 릴레이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참가비 전액이 옥스팜을 통해

대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된 2016년 4월, 배우 권율은 옥스팜의 메신저

긴급구호지역에 기부되는 마라톤에서 후원자 381명과 함께 달렸습니다.

가 되어 2015년 네팔 대지진의 진앙지이기도 한 ‘네팔 고르카(Gorkha)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탄자니아에 정착해야만 했던 부룬디/DR콩고 난민

의 사우파니(Saurpani)’의 지진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자신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걸어
야했던 네팔 이재민 아이들을 떠올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라톤에 참

배우 권율이 방문한 산간지방 사우파니 지역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산

여했습니다.

사태로 시장으로 가는 약 1시간 30분 거리를 약 4시간 30분 동안 돌아
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스팜은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

후원자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이제훈 홍보대사의 모습.

(Cash For Work)’을 통해 산사태로 무너진 산길을 주민들과 함께 보수하

MBC LOVE챌린지 & 네이버 해피빈

고, 이에 참여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

옥스팜코리아는 탄자니아, 네팔, 마라톤 등의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지난

록 도왔습니다. 권율 배우 또한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지름길 보행로

5월 1일 MBC를 통해 방송을 했고,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활동을 했

재건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억 7천 5백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긴급구호지역 약 4만 1천여 명에게 긴급구호키트(비누 등 세면도구, 취
사도구, 휴지 등 생필품)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11월 기준)

* MBC와 옥스팜이 함께하는 ‘LOVE챌린지’는 배우 이제훈, 이하늬, 권율, 개그우먼 이국주, 셰프
샘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등이 ‘LOVE챌린저’로 동참해 물부족, 재난재해, 여성, 위생,
식량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구호 현장을 다녀온 후, 관련이슈를 개선하는 활동에 동참
해줄 기부자를 직접 모집하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20 - 2015/16 OXFAM ANNUAL REPORT

옥스팜의 네팔 고르카 사업 현장에 가서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 활동의 일환으로
산사태로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배우 권율.

MBC LOVE챌린지 시즌 2의 챌린저 5명(셰프 샘킴, 개그우먼 이국주, 배우 이하늬, 배우 권율,
배우 이제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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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x 샘킴의 푸드트럭 캠페인 활동

“푸드트럭은 한끼 먹을 기회를 나눠,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푸드트럭 캠페인으로 단 한 명이라도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 - 셰프 샘킴

2015년 5월–서울

2016년 3월–서울

여의도/코엑스몰/성신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롯데백화점 영등포점/흥국생명

2015년 10월–인천

전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푸드트럭

2016년 6월–서울, 대전

엘니뇨,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아직도 8억 명이 영양실조에 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는 이유는 식량 생산이
충분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엘니뇨,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안정적 식량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푸드트럭은 이러한 ‘식량 불균형 문제’를 알리고,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
들을 돕고자 샘킴 셰프가 직접 만든 음식을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
며, 식량위기지역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독려하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구월동 로데오거리/
NC큐브 커넬워크

푸드트럭은 8개 도시(서울(3회 진행),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용인, 울산,

메트라이프타워/현대백화점 판교점/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광주), 21개 지역에서 총 8번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6년 10월–용인, 울산

샘킴 셰프는 현재까지 약 9,000명의 시민들을 만나 자신이 직접 준비한

2015년 8월–부산

8,800인분의 음식을 나눴고, 전 세계 식량 불균형과 식량위기지역의 실
태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푸드트럭을 통해 약 1,100명의 시민들이 정기후원을 약속해 주
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약 3만 가구(1가구 6인기준)에
10일간의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11월 기준)

2015-16년 옥스팜 x 샘킴의 푸드트럭 결과

8개 도시
21개 지역

10일치

1년 6개월

긴급식량

동안

8,800인분

현대모비스 마북기술연구소/
롯데백화점 울산점

브니엘 고등학교/해운대 광장/서면 NC백화점

2016년 11월–광주

2015년 12월–대구

광주광역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경북대학교/현대백화점 대구점

30,000가구
1,100명의
후원자

* 후원금을 통해 도움이 전달되는 수혜자 수는 각 지역의 피해규모나 환경, 지원 국가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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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비친 옥스팜코리아

2016년 2월호 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 화보
2016년 2월, 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를 통해,
MBC-옥스팜의 LOVE챌린지에 출연해온 LOVE챌린저들이
옥스팜의 긴급구호 키트를 알리는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챌린저들의 나눔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6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2016년 6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를 통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나눔 이야기와,
옥스팜과 함께 해 온 케냐 식수지원사업지 방문 및
푸드트럭 활동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6월 옥스팜x샘킴의 푸드트럭에 참여한 용재 오닐의
인터뷰 영상은 옥스팜코리아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oxfamkore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옥스팜 네팔 직원 카드카(Khadka)가 보내온 편지
2016년 4월, 서울신문을 통해 옥스팜 네팔 대지진 현장
직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네팔 신두팔촉(Sindhupalchowk)에서 대지진 후
1년간 옥스팜 직원으로 일하며 보고 느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016년 5월 ~ 6월 Onstyle–기부티크
2016년 5월 ~ 6월 두 달간, 온스타일(Onstyle) 프로그램
기부티크(Givetique)를 통해,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 현장에서의 옥스팜 식수사업을
시청자들에게 알렸고, 방송인들의 애장품을 판매한 후 얻게된
수익금이 기부처인 옥스팜에 전달되었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 옥스팜 정책 보고서 발간
2016년 4월 사람엔터테인먼트 자선 달력 크라우드펀딩 기부금 전달

옥스팜은 2016년 1월 20일 ~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

2016년 4월, 사람엔터테인먼트(대표 이소영)가 배우들의 화보로 만든

개최 시기에 맞추어, 정책 보고서 [1%를 위한 경제]를 발간했습니다.

자선 캘린더 크라우드펀딩 수익금 1,000만원을 옥스팜코리아에

옥스팜은 확대되는 불평등(빈부격차)으로 인해 최상위 부유층 62명의 사람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은 네팔, 탄자니아 등

하위 50%(절반)가 소유한 재산과 맞먹는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재해지역 긴급구호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다보스포럼 전후로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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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코리아와 함께하는 분들

제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하는 마음’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생활지원센터로 매년 쌀을 보내시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조용히 도우셨던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기쁨을 많은 이들이 함께했으면 하신다고요.
나눔을 통한 옥스팜 현장의 변화를 보며,
저의 일상도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옥스팜과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에게 나눔은 제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원리’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누려고 무언가를 배우고
행동할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구호가 아닌, 힘을 길러주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옥스팜의 활동이 개인적인 가치관과 맞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미리 후원자
(옥스팜코리아 첫 후원자)

김항진 시리아 긴급구호 후원자

저는 나눔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현장을 담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옥스팜에 재능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곽호성
옥스팜 전문 대면모금 활동가

여유가 아닌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따뜻한 마음을
그저 잠시 누군가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옥스팜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일방적 도움으로만
해결하려하지 않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체입니다.

박정현 후원자 및 재능기부자
(사진 및 영상촬영)

옥스팜이 가진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이나,
불평등과 같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에 저도 동감하고,
이를 국내의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나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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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정 번역봉사자
(보고서 및 저널 등)

저에게 나눔이란 ‘행복’입니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나눔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나눔으로써 제 스스로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위한 옥스팜의 혁신적인 활동과 다양한 노력들을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후원과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진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마라톤 및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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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xfamtrailwalker.or.kr
Tel. 070-4711-2802
100KM 기부펀딩 후원금과 10KM 참가비는 100% 옥스팜에 기부되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식수, 위생, 식량, 생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걸을수록, 이겨낼수록, 같이 할수록 시작되는 변화
11개국 17개 도시에서 열리는 전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드디어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세요!
가난에 도전하세요!

주최

2017년 5월 20일(토) 오전 5시 30분 ~5월 21일(일)
전라남도 구례군과 지리산 (출발지 : 구례 자연드림파크)
참 가 비 팀당 40만 원 (1인 10만 원, ~ 12/31 사전 참가등록 할인 10%)
기부펀딩 팀당 50만 원 이상

함께하는 파트너

10KM 대회정보 옥스팜 트레일워커 패밀리 프로그램 10KM
2017년 5월21일(일) 오전 10시 / 전라남도 구례군 관광지와 지리산 둘레길 코스 (출발지 : 구례 자연드림파크) / 참가비 3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