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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West Africa), 

폴트 로코 에듀카이드 고등학교. 

옥스팜이 설치한 위생 시설 앞에 서 있는 여학생 

파티마(Fatima,18세). 옥스팜은 이 학교 6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위생 교육과 함께 

깨끗한 물, 위생시설 등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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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업무 속에서 

오늘도 바쁜 인생을 살고 계실 옥스팜 후원자님.

반복되는 일상과 감당해야 할 책임들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종 서비스와 기반 시설들이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에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서 보았던 것은 

물 부족의 고통과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더러운 물 때문에 한 아이를 잃었지만, 당장 30km 거리의 
물을 길으러 가며 눈물을 흘릴 겨를조차 없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물 부족 때문에 설사병으로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고, 물 뜨러가는 대신 교육을 받게 되며,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와 옥스팜은 후원자님과 함께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사람을 위한 사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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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8개의 임시 피난처 제공     

40,027명에게 위생물품 제공  

4,941개의 임시화장실 설치

14,104개의 가구가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

 (Cash For Work) 참여

12,045개의 월동구호물품 제공

옥스팜의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대응으로 

481,9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긴급구호 현장으로ㅣ대지진 및 엘니뇨 피해지역 사업보고

H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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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IAN

2015년 4월 25일, 7.8 규모의 강력한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850,000 채의 집이 손상 되었습니다.

옥스팜은 네팔 정부, 지역 파트너 기관,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

력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480,000명 

이상의 지진 피해민들을 대상으로 임시피난처, 위생물품, 위생

시설 및 긴급구호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민 고용을 통

한 재건사업(Cash For Work)을 실시해 피해민들이 무너진 마

을을 복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산간지역은 지진과  함께 산사태로 길이 

끊겨 마을 사이의 이동조차 용이하지 않았지만, 옥스팜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 곳에서 구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간지방 주민들을 포함한 총 7개 피해 지역 주민들
이 무너진 삶을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  네팔 카트만두 계곡(Kathmandu Valley, Nepal) 현지주민이 옥스팜의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에 참가하여 무너진 도로와 파괴된 관개용수로를 재건하는 모습.  
2  네팔 대지진 직후, 카트만두 툰디켈 IDP 캠프에서 옥스팜 화장실 설치를 위해 부품을 옮기는 옥스팜 현지 직원의 모습.

에티오피아 소말리(Somali, Ethiopia) 지역, 하디가라 마을에서 가뭄으로 인해 죽은 자신의 

소 옆에 서 있는 지역 주민의 모습.

1

2

기후변화에 더한 엘니뇨 현상으로 에티오피아는 30년 만에 최악의 가
뭄을 맞았고, 2016년 초부터 1,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난과 식
수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2015년 5월 이래로, 에티오피아 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엘니뇨로 

식수, 식량 조달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피해민 

약 350,000명이 깨끗한 물, 위생시설 및 교육을 제공받았고, 농부, 목축
업자, 취약계층 등 약 160,000명이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
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스팜은 계속해서 600,000명의 피해
민들을 대상으로 식수, 위생, 식량 및 생계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전 세계 약 6,000만 명의 사람들
이 엘니뇨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생계를 복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지진 후 1년이 지난 
네팔

엘니뇨로 위기에 처한 
에티오피아

 2016년 2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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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지역사회가 회복하고 비로소 자립할 때까지 이곳에 함께할 것입니다.

국제개발 이야기ㅣ지역사회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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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의 국제개발 프로그램은 네팔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고르카(Gorkha, Nepal)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곳에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건사업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다목적 현금지원 프로그램

재해 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노인, 고아 등 사회 취약계층

가축지원  프로그램

재난재해로 가축을 잃은 농부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축(예 : 염소 2마리)을 지원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상 | 지역 농부들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진 피해 복구작업(끊어진 다리, 

학교, 집 복구 등)에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Cash For Work)’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노동 가능한 지역주민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재해로 작은 상점이나 작업장 등이 

무너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가 

재활성화 되도록 돕습니다.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 3

2 4

생계회복과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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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옥스팜은 지난해 11-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참가국들이 올바른 기후협의안을 

타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짐바브웨 여성 농부 이파시

(Ipaishe)도 이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피해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저는 짐바브웨 구투(Gutu, Zimbabwe) 지역에서 온 여성 농부 이파시

입니다. 몇 해 전, 옥스팜이 저희 지역에 관개수로를 놓아주고 개발사

업을 진행하여 농가의 작물 생산량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

다. 하지만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강수패턴이 매우 불규칙해졌고, 기존

의 농사법을 유지해온 지역 농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

다. 저는 옥스팜의 초청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짐바브웨 지역농부

들을 대표하여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옥스

팜과 함께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농민들의 어려움

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아지

고,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꾸

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맞추어 정책 보고서를 낸 옥스팜은 전 세계 1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총 8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또한 총회가 개최된 프랑스 파리에서는 G7 국가 정상들의 
가면을 쓰고 음식이 없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재현한 캠페

인을 벌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참가국들이 올바른 기

후협의안을 타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파시 이야기’ 더 보러가기 www.oxfam.or.kr/COP21

1 짐바브웨(Zimbabwe) 현지에서 이파시의 모습.
2 2015년 11-12월,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이파시.
3  제 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G7 정상들의 가면을 쓰고, 기후변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옥스팜 캠페이너들.

캠페인과 변화의 움직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부의 목소리CAM
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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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부의 목소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조세회피 중단의 필요성
조세피난처로 인한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조세회피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 세계 최고 재벌 62명의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에 달하는 빈곤층
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1%의 재산이 나머
지 99%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불공평한 국제 조세 제도의 남용입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비롯하

여 기업과 개인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폭로하는 대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세계 200대 기업 10곳 중 9곳이 조세피난처를 사용했고, 2001-2014년 사이 
조세피난처 회사들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매년, 가난한 국가들에 최소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
을 유발합니다. 

아프리카 부호들 재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돈, 총 5,000억 달러가 역외 조세
피난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매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1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적자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140억 달러는 아프리카에서 400
만 명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

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많은 자산가와 기업들이 낡은 조세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근본적으로 국제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조세피

난처 시대의 막을 내리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Manila, Philippines) 톤도 슬럼가. 빈민가 뒤로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모습 (2014년)

옥스팜 보고서

법인의 실제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 즉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 개인

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 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

※ 조세피난처(Tax Haven)란?

OX
FAM

 REPO
RT

‘조세 불공정’ 자세히 보러가기 www.oxfam.or.kr/panama-paper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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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위한

아놀드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스팜코리아 홍보대사이자 후원자인 배우 이제훈입니다.

지난 3월, 탄자니아 니아루구수 난민캠프에서, 부룬디 출신 내전 고아 
아놀드(남, 13세)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난민캠프로 이주해오게 된 
아놀드는 가족 대신 8명의 아이들과 임시거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놀드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어른들이 더이상 내전을 일으키지 않고, 

아이들이 가족을 잃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놀드의 소중한 꿈을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탄자니아 니아루구수 난민캠프에서 처음으로 부룬디 
출신 내전 고아 아놀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부룬디 내전으로 인해 작년 말, 크라우드씨와 다른 고아 친구들과 함께 탄자니아 난민캠프로 이주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민촌 현장 에세이 | 이제훈 홍보대사가 만난 아이, 아놀드PH
O

TO
 ESSAY

이제훈 후원자 및 홍보대사

1

3

아놀드는 탄자니아에 오기 전에 부룬디에서, 

길거리에서 지내던 중에 자신과 같은 고아 친구들을 

돌봐주는 크라우드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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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캠프에서 마실 물이 부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옥스팜은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물품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진 덕분에 캠프 내의 아이들이 비로소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놀드가 살게된 탄자니아 난민캠프의 임시거처. 

이 곳에서 아놀드는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나마 비좁은 임시거처에 

물이 차올라,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놀드의 꿈은, 먼 훗날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잃고 길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 부룬디의 내전으로 탄

자니아 난민캠프까지 배를 타고 넘어왔던 이야기, 지금 친구들과 함께 

캠프 내 임시거처에 사는 모든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캠프 내에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아놀드는 과목 중에 불어를 특히 좋아하고, 세계 지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함께 임시거처에 사는 친구들과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데, 아놀드는 방과 후에 물 떠오는 일과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집도 없는 열악한 난민 캠프 생활‥하지만 이 곳에는 아놀드와 같이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전 세계 난민캠프의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저는 아놀드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른들이 더이상 내전을 일으키지 않고,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살지 않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라와 

가족이 없는 고통을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글을 통해 아놀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4
8

7

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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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나라 국기로 학생들이 함께 만든 문구, ‘우리모두 달라요’
2 명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나눔 다문화장터 활동 모습

이희인 후원자

후원자 이야기ㅣ이희인 후원자가 꿈꾸는 세상

SU
PPO

RTERS’ STO
RY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기부문화

명현초등학교 
다문화 장터!

지난 5월, 명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난민 돕기 먹거리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진행되고 있는 ‘다문
화 장터’는 재료 준비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까지 학

생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특별한 나눔활동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을 옥

스팜에 전액 기부하자고 학생들에게 제안한 명현초등학교 교사이자 옥스

팜 정기 후원자 이희인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비장한 마음보다 우연히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팜 뉴스레터나 페이스북에서 접한 소식을 통해 후원금이 대부

분 현지에서 잘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이슈는 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와 기후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린이나 여성, 그리고 난

민들까지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업들을 보면서 옥스팜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

니다. 간혹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

와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장터 수익금을 옥스팜에 기부한 것은 학생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거나 나중에 여건이 되어야만 실천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인

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타적인, 더불어 살아가는 어른

이 되길 바라고, 초등학교 시절 본인이 했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나눔 활동들

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바른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옥스팜이라는 창구를 통해 작

은 나눔으로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지속적인 후원의 이유입니다.  

옥스팜이 지금처럼 후원자들의 소중한 나눔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좋은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초등학교 학생들의 나눔 이야기’ 보러가기 www.oxfam.or.kr/supporters-story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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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영국 옥스팜 후원자들과 직원들이 조 콕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옥스팜 ‘Stand As One’ 앨범 재킷 사진

옥스팜 뉴스 OX
FAM

 N
EW

S

매년 영국에서는 글라스톤베리(Glastonbury)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콜드플레이, 뮤즈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이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난민을 돕는 ‘Stand As One(하나가 되어 일어서야 

한다)’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앨범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 라이브앨범 수익금

의 75%는 옥스팜 난민구호활동에 기부되며, 25%는 ‘조 콕

스 기금(Jo Cox Fund)’이라는 이름으로, 조 콕스가 생전에 

가까이해온 영국 비영리 단체들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옥스팜은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조 콕스를 기억하고, 그녀의 죽음을 애

도하고자 합니다. 

라이브 앨범 구매 사이트 stand.oxfam.org.uk/#/album

前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영국사무소 옹호활동 책임자(head of advocacy) 

및 옥스팜 브뤼셀사무소의 총 책임자(head of Oxfam’s Brussels office)를 지낸 

조 콕스(Jo Cox) 영국 노동당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관련 캠페인 기간 중, 피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 콕스 의원은 2001
년부터 2009년까지 시리아, 수단, DR콩고 등 분쟁지역의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정의, 공정한 기회, 평화를 위해 옥스팜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조 콕스 의원과 함

께 일해온 옥스팜 영국 사무소 대표 이하 직원들은 전 세계 인도주의적 위기 극

복을 위해 일해온 그녀의 열정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

복을 빕니다.

1

조 콕스（Jo Cox）, 
정의와 평등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뜻을 기리며…



옥스팜 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03042)   대표전화 Tel. 1566-2707  후원자 상담센터 Tel. 02-6321-0301 E-mail. infokorea@oxfam.or.kr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1년동안 전 세계 94개국의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매월 후원금 3만원 기준/연간 수혜자 수

임시 피난처, 물탱크, 화장실, 위생용품을 

공급하고, ‘주민 고용을 통한 재건사업

(Cash For Work)’을 통해 재난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

록 돕고 있습니다. 

피난처 위생용품 및 시설 물 공급

네팔 대지진 피해민들과 같이 

심각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명에게11

제휴 상점에서 긴급 식량을 교환할 수 있는 식

량 교환권(Food Vcucher)과 식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농법과 기술을 전수하여 지속적인 생

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식량 식량교환권

가구에게30
니제르, 에티오피아 등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지역

삶의 터전을 떠나온 내전 피해자들에게 교

육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

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통해 스스로 기본적

인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에게11
DR콩고, 부룬디 난민과 같은 

내전 피해민

생계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물탱크(Water Tank), 탭스탠드(Tap Stand, 

수도시설), 블루펌프(Blue Pump)와 같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기술과 장비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케냐 요모와 같이 물이 없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명에게

워터펌프/물탱크 옥스팜 워터버킷 위생시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