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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동안, 옥스팜은 전 세계
1,130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19/20 옥스팜의 활동은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사이클론 이다이(Idai) 피해 국가(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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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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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옥스팜 현장 유지 활동의 52%를 지역 여성들과 함께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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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지방에 사는 지역 여성 칼리니(CALINIE)가 들고
있는 그림은 지난 2년간 그녀의 삶에 찾아온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부룬디에서 최저 생활
수준 이하로 살아온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칼리니(CALINIE),
테오필레(THEOPHILE)와 같은 소규모 농장 농부들이
악조건 속에서 작물 재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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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옥스팜코리아 대표 지경영입니다.

탄자니아 난민캠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코로나 시대,
마음으로 이어진 언택트 기부

옥스팜 후원자 및 홍보대사, 배우 이제훈

옥스팜 후원자 및 홍보대사, 배우 이하늬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몇 년 전 비접촉식 옥스팜 손 씻기 장치가
설치된 탄자니아 난민캠프에서 만났던 옥스팜 위생 교육 훈련사가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변함없이 옥스팜을 응원

떠올랐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교육을 진행하기에 너무도

하고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에게 철저한 개인 위생 교육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직후부터,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2개국이 넘는 곳에서 350여 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취약계층
4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옥스팜은 수십 년간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난민캠프 현지 병원과 지역 사회에 물과 위생 시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협받는 식량안보, 생계유지, 성평등/보호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지 정부, 지역 단체들과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함께 일하며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옥스팜은 긴급
구호 및 국제개발 현장에서 1,130만 명이 삶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집단 환경 관리 개선에 힘써야 난민캠프 안에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옥스팜의 긴급구호, 국제개발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팬데믹 상황에 처하고 보니 이는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의 상황을 지나며, 가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본적인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옥스팜워크에 1천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분이 저와 함께해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고달프고 힘든 시기였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스팜 역시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생활 속 기부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옥스팜 채리티
숍(자선가게) 1,100여 개의 문을 수개월간 닫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옥스팜이 다시 일어나 꿋꿋이 활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취약 계층에게는
옥스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는 쓸 수 있는 인공호흡기가 백만 명당
단 세 개뿐이며, 잠비아에서는 의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무려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물 공급과 위생시설 지원을 담당하는
옥스팜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비대면 옥스팜워크는 인제군이 마련한 10km 구간이나 각자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고, 그들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도

원하는 곳에서 10km를 걷고 SNS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진행

옥스팜의 활동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 함께 걷는 행사는 아니
었지만, 이렇게나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스팜워크는 전쟁, 기후변화와 같은 재해로 물을 구하기

더불어 옥스팜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프론트라인 에이즈,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 등 국제
단체들과 함께 ‘모두의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체를 결성해 제약회사들의 백신 기술
공유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부를 가진 소수의 기업, 특정
국가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공유하며 현재 상황을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여성과 소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지지와 용기를 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모아주신 참가비 전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빈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식수사업과 여성보호 프로그램, 긴급구호 현장 복구와 개발사업,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등 값진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옥스팜의 활동을 지지하고 뜻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켜주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회복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옥스팜의 활동과 캠페인을 지지하고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비대면 걷기 기부에 동참해

고맙습니다.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옥스팜 코리아 대표 지경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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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인터내셔널

옥스팜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

민첩성과 혁신성

안전, 양성평등, 차별철폐

재정적 복원력

옥스팜은 항상 적응하고 배우고

옥스팜은 책무성을 가지고 다른

옥스팜은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

새로운 시도를 하며, 글로벌 공동체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옥스팜의

하는 건전한 재정 문화를 구축해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8년 간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식수, 위생, 식량부족 해결 등

구성원과 파트너의 지식과 경험을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과 문화에

왔습니다. 후원금이 어떻게 가장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위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해왔습니다.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

기꺼이 수용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안전과 양성평등, 반인종주의적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하여 구조적, 정책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옥스팜 활동영역

2019/20년 동안, 옥스팜은 3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953년

1942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
약 6만 파운드 지원, 한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긴급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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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캠페인 및 옹호활동

긴급구호 현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 곳에 머물며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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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팜의 비전 · 목표 · 가치

20국가연합

12,500명
옥스팜 연합(Affiliates)은 20개
국제독립기구로 구성, 하나의 글로벌
목표를 공유

옥스팜 활동지역

옥스팜의 비전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가난의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
니다. 옥스팜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옥스팜의 사업이 영향을

전 세계 12,500명의 옥스팜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옥스팜의 실천적 행동

● 20개 후원국가
● 66개 이상의 활동국가

심각한 취약성 해결을 위한 노력

(전 세계 옥스팜 기준
2019. 4 - 2020. 3)

옥스팜은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곳에서 분쟁과 기후 위기가 초래한 생명을 위협하는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취약성에 맞서 싸웁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재난의 위협에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 자립을 통한 성장 Empowerment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재난에

	옥스팜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옥스팜 직원, 옥스팜 지지자 및 파트너,
그리고 수혜자 모두가 함께할 때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
니다.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옥스팜 활동의 이유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옥스팜은 모든 사람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책무성 Accountability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불평등에 대처
옥스팜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적

	옥스팜 직원은 높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위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위협은 전 세계

동시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 다양성의 포용 Inclusiveness
	옥스팜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 없는 공정
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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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이며,

옥스팜이 일하는 방식

있습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소개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적 변화 촉구

연대와 협력

옥스팜은 사회 운동에서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가난의

현지 파트너십: 옥스팜은 변화를 일으키는 전 세계 지역사회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근본적 원인에 맞서 행동할 것입니다. 옥스팜은 빈곤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통해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초래하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일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글로벌 네트워크: 옥스팜은 지원, 의사 결정권을 빈곤국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 전 세계 개인 및

있다는 것을 꾸준히 경험해 왔습니다.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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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기후 비상 사태와,
여성의 노동을 위험에 빠트리고 공정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 역시 이 위협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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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성과보고
(2019. 4. –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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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재정보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기준 환율 : 1GBP = 1,550원)

지난해 후원금 수입내역
옥스팜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옥스팜은 지난 한 해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및 옹호활동을 통해 약 1,130만 명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일반후원 및 유산 기부, 채리티숍 수익금, 영국 재난구호위원회(DEC)

있었습니다. 옥스팜코리아는 옥스팜 영국 본부의 한국 사무소로서, 한국의 모든 후원금은 월 단위로 영국 본부로 100% 송금되어,

사업 후원금, 기부 물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1%

아래와 같이 활동국가의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습니다. *옥스팜 영국 및 한국사무소 기준

수준의 일회성 유산기부가 있었던 전년도와 달리 2019/20은 과거 평균과
비슷한 유산 기부가 이뤄졌고,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EU)에 의한 직접

5% 2%

84%

자금 지원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전년도에 비해 총 수입이 15.4% 감소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연례보고서 재정보고 기간은 2019.4.~2020.3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2%

프로그램 비용

총 수입

CHARITABLE COSTS

5,695억 원

분류
45%

금액

비율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2,562억 원

45%

채리티숍 판매 수익금

1,449억 원

25%

1,251억 원

22%

70억 원

1%

267억 원

5%

96억 원

2%

5,695억 원

100%

일반 후원 및 유산 기부
*한국사무소 모금액(72억 원) 포함

43%

39%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국제개발활동

HUMANITARIAN

DEVELOPMENT

25%

영국 재난구호위원회(DEC) 사업 후원금
기부물품
기타
합계

지난해 후원금 사용 비율
2019. 4. - 2020. 3.

지출 이후 남은 후원금은 적립금 및 예비금(Reserves)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후원금 사용내역
<

9%
2%
캠페인 및 옹호활동
CAMPAIGNING
AND ADVOCACY

운영비용

7%

5%

옥스팜 재정위원회는 적립금 및 예비금을 통해 긴급구호 상황에서 신속하게
1%

<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3%

분류

SUPPORT COSTS

기금모금비용

비율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2,176억 원

37%

국제개발활동

2,065억 원

35%

채리티숍 활동

1,200억 원

20%

일반 후원금 및 유산 기부금 모금

322억 원

5%

캠페인 및 옹호활동

160억 원

3%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확보

19억 원

<1%

기타

20억 원

<1%

5,961억 원

100%

37%

20%

FUNDRAISING

금액

총 사용내역

5,961억 원
운영 및 모금비용
SUPPORT COSTS AND
FUNDRAISING

합계
35%

옥스팜코리아를 포함한 영국 본부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년 4월 세계적인 회계 전문기관 PwC(PricewaterhouseCoopers)의 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 옥스팜 채리티숍(OXFAM Charity Shop)

한국에서는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948년 세계 최초로 시작된 자선가게로, 기부된 중고물품, 공정무역 제품 등을 판매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자선가게에 기부하고,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의 판매수익으로
다시 자선한다’는 채리티숍의 개념과 활동은 옥스팜이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 650여 개가 넘는 채리티숍이 운영 중이며,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옥스팜코리아의 결산서류 및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웹사이트 – [공익법인공시] –[공시/공개 열람하기]와 옥스팜코리아 웹사이트(oxfam.or.kr)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옥스팜의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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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옥스팜은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와 함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하여, 극심한 빈곤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난·분쟁 등으로 비상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맞추고자 노력했고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원활동에 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

사이클론 이다이(Idai)

동아프리카에서는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겪은 가뭄 위기로 인해 대규모 식량

2019년 3월, 남반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사이클론인 이다이가 모잠비크,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부족한 강수량과 메뚜기 떼로 인한

말라위, 짐바브웨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모잠비크는 집중 피해를 받은

광범위한 작물 피해가 발생해, 그렇지 않아도 가뭄에 시달리던 수백만

지역으로, 1만 명이 집과 생계를 잃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사이클론

명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케네스가 또다시 북부 모잠비크를 강타해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옥스팜은 소말릴란드에서 10만 명 이상을 구호했습니다. 옥스팜은 시추공을

커졌습니다. 옥스팜은 현지 파트너 단체 네트워크의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복원하고 2개의 담수화 시설을 세우는 등 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

입은 3개국 전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5월 말까지 30만 명을 지원

하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

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정수 처리 시설을 세우고 위생 키트를 제공

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적 지원방법을 고민한 끝에, 소말릴란드에서

했습니다. 공중보건 정보를 공유하고 난민 지역까지 트럭으로 물을 운반

기아로 고통받는 취약 가정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식품 결제 수단을 제공

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클론 이다이 직후 발생한

했습니다. 그 덕에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보다 다양한 상점과 상인에게서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가 회복 단계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접어들자 옥스팜은 생계 지원에 나섰는데, 그중에는 이전 생활을 복구하는 데

옥스팜은 현지 국가 인도주의 단체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말

도움이될 교육과 농사를 위한 종자 및 도구 배포도 포함되었습니다. 옥스팜과

리아에서 ‘넥서스 플랫폼(Nexus Platform)’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후원금을

현지 파트너의 협업으로 힘입어 사이클론 강타 후 6개월 동안 모잠비크

직접 모으고 캠페인 및 지원 활동을 주도할 역량을 현지 파트너에게 제공

에서만 60만 명 이상, 3개국 전체에서는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옥스팜은 기부자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습니다.

자금과 기술 지원,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알릴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 사미하 알리(Samiha Ali)가 옥스팜이 알 베아레이어(Al Bearrayer) 캠프에 설치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파블로 토스코(Pablo Tosco)/옥스팜

지난 한 해 전 세계 인도주의적

사이클론 이다이(Idai) 피해 국가(모잠비크,

옥스팜이 개발한 안전 프로그램 교육 자료 사용

긴급구호 활동 지원

말라위, 짐바브웨)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

(옥스팜 직원, 현지 파트너 인력, 현지 지방 당국 등)

9,600,000 명

800,000 명

2,000 명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예멘에서는 5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만 2천만 명에

2018년 8월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달하며,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옥스팜은 이 사태를 카테

이 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 발병으로 번졌습니다. 2019년 10월

위기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고리 1 비상사태로 지정했습니다.

까지 3천 명 이상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천 명 이상이

2020년 초에는 콜레라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급상승

옥스팜은 60개국 이상에서 감염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고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질병 확산 시 옥스팜 영국 본부의 전문성은 지역사회에

및 소득 감소에도 예멘에서는 다행히 아직은 식료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공중보건 정보를 전파하는 데서 발휘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제공

이에 따라 옥스팜은 필요한 것을 지역 상인에게서 살 수 있도록 가장

했습니다. 이라크 치료 센터에 필수 위생용품, 깨끗한 물, 개인 보호 장비를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망

지급했고, 가자 지구에는 격리 시설에 깨끗한 물과 침대, 따뜻한 음식을

수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회,

재건과 같은 장기적 해결 방안에 주력했으며, 난민들에게 긴급 피난처,

제공했습니다.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남수단 등 그 밖의

학교, 지역사회 지도자, 가정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대화하고

깨끗한 물, 화장실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3월이 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에서는 라디오 메시지, 대면 통신, 콜 센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필요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공동 구역에 손 세정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옥스팜은

코로나 19 긴급구호 대응

공중보건 정보를 널리 알렸습니다. 케냐에서는 봉쇄 조치로 생계를 위협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에볼라

비누, 세제, 여성용품 같은 필수품이 포함된 위생 키트를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백만

받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대응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8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2015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옥스팜은 예멘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9/20 연례보고서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12

13

코로나19 긴급구호 및 캠페인

코로나19 긴급구호 및 캠페인

후원자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덮친 전례 없는 코로나19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옥스팜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51

개국

물과 위생 문제 대응

“빈곤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행동이 없다면,
코로나19 로 인한 사망자가 4,000만 명에 달할 것”
- 영국 Imperial College -

● 옥스팜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2억 7천만 명이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될 것이며,
약 5억 명이 빈곤에 내몰리는 처지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억 명의 비공식 노동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봉쇄조치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 압박이

39

개국

식량 및 생계 위기 대응

43

개국

성차별 폭력 대응

심해지면서 빈곤국의 여성과 소녀들은 조혼과 성매매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제약회사와 협상을 벌이지만
67개 저소득 국가들은 국제백신공급협의체 코백스(COVAX)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코백스가 확보한 백신의 양으로는 10명 중 1명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옥스팜과 함께해주세요!

가난한 나라에서도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제 단체들과 함께
‘모두의 백신’ 캠페인 진행

옥스팜과 함께해주세요!

▶ 옥스팜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 옥스팜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s://campaign.oxfam.or.kr/emergency/

https://campaign.oxfam.or.kr/emergency/

국제개발활동
옥스팜은 양성평등(Gender Justice)을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고, 여성 리더십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 권익
단체와의 협력에 착수했습니다. 개발 프로그램의 질 높은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빈곤문제와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영향력을 향상
시키고자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 지원

책무성의 개선을 목표로 시민과 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공정하고 적절한 소득을 받는 것은 옥스팜의 ‘영구적 빈곤 퇴치’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오프라인

라는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참여를 이끌어냈고 사람들은 지도자를 더 접하기 쉽고 청렴하게 생각

옥스팜 영국 본부는 요르단, 르완다, 잠비아,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 사업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생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5건의 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4건의 평가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옥스팜 프로젝트가 가구 소득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몇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1건의 평가결과에서는 여성보다는

변화에 대한 회복력 구축

남성에게 치우친 주요 불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요르단의

기후위기, 팬데믹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옥스팜 국제개발현장의

자타리 캠프에서 진행된 캐시 포 워크(Cash for Work) 프로젝트는 주로 남성

환경, 농업, 정치 체계가 급변해 많은 이들이 고통에 처하고 앞으로의 생계

피난민에게 합법적인 유급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무

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회복력이란 이러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화를

에는 거리 청소부, 사무원, 배관공, 용접공 등이 포함되며 옥스팜 영국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뜻합니다. 옥스팜은

본부는 주당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평가 결과, 자타리의 캐시

회복력 이슈가 중요한 4개 국가(가나, 인도,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포 워크에 참여한 가구는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이 유의미하게

웨스트 뱅크 지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난민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자존감 고취,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한 건축 증진(Promoting Sustainable Building

양성평등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의 기술 향상으로

in Bangladesh)’ 프로젝트는 재래식 벽돌 생산의 급증을 초래한 건설 산업

이어졌습니다. 옥스팜은 이후에도 자타리 캠프에서 캐시 포 워크 활동을

호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래식 벽돌 생산은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강조된 것은 여성의 임시 고용 참여

대규모 탄소 배출원이자 주요 오염 원인이며, 공중 보건에 현저한 위협을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고, 이에 따라

미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비옥한 농지를 급속히 고갈시켜 장래의

현재는 여성들이 재활용 센터에서 캐시 포 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불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벽돌을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전환해 현재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평가 결과,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사용을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물 공급 및 위생 개선

늘리고 비옥한 토지와 보호 구역의 표토 추출을 막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옥스팜 영국 본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변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사회에 적절한 가격의 지속가능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전환 목표를 제시하도록 정부에 로비 활동을 벌이는 등 변화를 위한

잠비아에서는 현지인들이 당국과 서비스 공급자의 책무성을 요구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원함으로써 WaSH(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시설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옥스팜 영국 본부는 시민뿐
아니라 학교, 의료 시설, 시의회 및 국회 등과도 협력했습니다. 이 프로
건기에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는 가나 여성의 모습 사진. 나나 코피 아쿠아(Nana Kofi Acquah) / 옥스팜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지속가능한 식량

위-케어(WE-Care) 프로그램 시행:

옥스팜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원, 양성평등 등의 프로젝트를 통한

무급 가사 노동의 불공정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평가

생활 개선 지원

해결하기 위한 지원

여러 차례 실시

1,600,000

명

300,000

명

젝트는 시민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영향을 질적인 수준에서 향상

WaSH 관행을 만들고, WaSH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늘리기

옥스팜 영국 본부는 2011년 이후로 엄격한 개별 프로젝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중 ‘효과 검토’ 평가는 무작위로 선정되며, 그 외 평가는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두 곳에서 운영된 이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약 5만

요청에 따라 실시됩니다. 옥스팜 영국 본부는 투명성을 위해 효과 검토 결과를

1,000명이*, 간접적으로는 22만 2,00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효과 검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활동 전체에서 옥스팜의

결과를 보면 한 지역사회에서는 물/위생 관련 시설 이용 및 운영 개선,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평가를 통한

물 안보(수질 및 수량) 강화, 공평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옥스팜 활동 긍정적 변화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프로젝트가 의도한 효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평가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면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서는 개선을 위해 중요한 교훈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해결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 직접 수혜자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며,

옥스팜은 올해도 빈곤층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옥스팜은 ‘양성평등을 위한 펀드(FRIDA)’에 대한 후원을 통해 젊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여성조직 활동가와 협력하는 NGO들과 기부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변화의 가능성을

개발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에서 발견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여성활동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청년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간접 수혜자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직접 수혜자의 여건 개선 또는 보다 광범위한

옥스팜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옥스팜은 개인, 시민 조직, 지방 및 국가 정부와 협력해

옥스팜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주도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원합니다. 옥스팜은 사람들이 보건, 교육, 물 같은

◦ 전 세계 청년 및 여성활동가 네트워크와 ‘이너프 캠페인(Enough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적절한 생활비를 벌고 무급 돌봄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Campaign)’을 통해 여성 및 소녀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노동 책임을 가정에서 재분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주력합니다. 탄자니아, 콜롬비아, 말라위에서 실시한 굿 거버넌스 및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게 이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고, 폭력과 학대로

능동적 시민(Good Governance and Active Citizenship) 프로젝트의

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 남아프리카 5개국의 젊은 여성들은 ‘젊은 여성 권익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기회, 성 기반 폭력, 젊은 여성의 의사 반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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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거버넌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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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한 마을에서 옥스팜 물 홍보대사로 선정된 아말(Ammal)이 수도시설을
수리하는 모습 사진.아비 트레일러 스미스 (Abbie Trayler-Smith) / 옥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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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및 옹호활동

코로나19 이후, 옥스팜의 계획

캠페인 및 옹호활동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옥스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이를 통해 옥스팜은 빈곤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널리 알리기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코로나 19가 전 세계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팜은 이 시기에 집중할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조정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부채 면제,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자 지원 강화, 인도주의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분쟁 중단, 백신 및 치료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위기 속의 권리(Rights in Crisis)와 같은 캠페인,

영국제조무기 예멘에 투하되는 것을 막다

옥스팜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빈곤 퇴치 사업에 대한 코로나

옥스팜의 접근방식은 무엇을 하느냐 만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정부 및 기업의 지지와 대화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옥스팜은 위기 속의 권리(Rights in Crisis) 캠페인을 통해 영국제조무기가

19의 위협과 수백만 명을 더욱 극심한 빈곤으로 몰아넣는 바이러스

것을 보여줍니다. 옥스팜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캠페인 및 옹호활동의 중심에

예멘에 투하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기

유행의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을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옥스팜이

거래 반대 캠페인’은 2019/20년 옥스팜 영국 본부의 중점 사업 중

앞으로도 옥스팜은 가장 힘들고 불안한 곳의 코로나19 취약성을 해소하고,

달성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로, 옥스팜은 예멘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속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는 데 주력할

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영국정부를 조사하는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이

것입니다.

● 	무기 거래 반대(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캠페인에서

●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집중하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일하며 빈곤을 심화시키는 불평등에 맞섭니다.
● 	현지 지역사회 및 스스로 변화를 추진하는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무기 판매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수백만 예멘 국민들의

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지출 및 의사 결정권을 빈곤국에 적극적으로 분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롯된 소송을 지원, 영국 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판매 면허 발급

고통에 일조해 온 바, 법원은 영국 정부가 예멘에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을

●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영국 정부는 새로운

	빈곤에 직면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지역

허가 발급을 중지하고 기존 허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의 생계 위협 요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의

영국 정부는 그 후 다시 무기판매를 시작했으며, 현재 옥스팜은 협력자들과

채무 면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해당국가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옥스팜은 옥스팜 내부를 포함하여 차별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며, 공론화

향후 대응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계 보호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모두의

●	대형 마트 대상 식품 생산 노동자(여성 노동자 차별 초점) 보호 캠페인에

20,000명 이상의 소비자 동참
● 	말라위 고등학생 제시(Jessy)와 아이작(Isaac)의 런던 기후변화 청소년

등교거부 행사 참석 및 대중 발언 지원

기업/기관 차원의 불평등에 영향력 행사

구축합니다.

● 	기후위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성하고 성찰하며 배워나갈 것입니다. 양성평등,

	기상이변에도 지역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원할 것

차별금지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우선적 의제로 요구

오랫동안 ‘부의 불평등’을 강조해 온 옥스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부와

옥스팜 영국 본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하고 과감한 대응을 촉구하기

주요 조직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 투자의 가치에

기업에 요구할 것입니다.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지지자가 웨스트민스터로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옥스팜은 IMF 기금을 받는 국가

● 	성 차별

전략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지속

모여, 하원의원과의 면담을 성사시켰으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지만 아직

들이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IMF의 요구와 기준이

	지역사회, 활동가 그룹, 그 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당한 성 차별에

가능한 옥스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해 청소년 및 스쿨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설 것입니다. 자녀 양육 또는 노인 돌봄 부양과 같은 무급

10월 기준, 옥스팜 영국 본부가 결정한 새로운 전략적 목적과 목표는

말라위 출신 청소년 제시(Jessy)와 아이작(Isaac)이 런던에서 열린 기후

영국에서 옥스팜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풀뿌리식 불평

돌봄 노동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에 공정한 가치가 매겨지고 노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청소년 등교거부 행사에 참석하고, 시위 행진을 위해 모인 대규모

등 해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옥스팜은 영국에서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요구하며, 가난이 없는 삶을 위한 여성의 평등한

● 심각한 취약성 해결

● 글로벌 네트워크

군중 앞에서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경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평등 공청회(Inequality

권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Hearings)’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지방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전 세계적 불평등 타파

● 재정적 책무성

관한 강력하고 감동적인 발언은 온라인으로 수천 명에게 전달되어 큰

일례로 리버풀에서 열린 공청회 결과는 리버풀 도시권의 공정 고용 헌장

● 사회적 변화 촉구

● 안전, 양성평등, 반인종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 현지 파트너십

● 민첩성과 혁신성

(Fair Employment Charter) 도입에 기여했습니다.

● 영국에서 국제주의 실천

사진. 사이클론 암판(Amphan)이 오기 전에
배수구 등을 방역하는 아불 알람(Abul Alam)의 모습
파베하 모니르(Farbeha Monir) / 옥스팜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19년 9월 기후변화 캠페인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실태를 외친
말라위 고등학생 제시(Jessy)와 아이작(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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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빈곤 퇴치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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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사건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만들고

보호정책 전문가

명확한 표준 운영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옥스팜 국제 프로그램

옥스팜의 보호정책

에서는 신고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옥스팜은 콩고민주공화국

옥스팜은 지속적으로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정책 전담 직원의

동부 지역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보호정책에 위배되는 상황 발생 시

인원을 늘렸습니다. 현재 옥스팜에는 2명의 보호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

신고가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옥스팜은 가나, 이라크, 미얀마

있으며, 이들은 여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인도주의적 긴급 사태에

3개국에서 내부 고발에 장벽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보다 면밀히 파악

3개월간 투입되어 집중적으로 보호정책을 지원합니다.

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옥스팜이 사람들과의 교류에 영향을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예멘에는 상시 근무하는 보호정책 코디네이터가

2011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보호정책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한 약속을 실천하고, 앞으로 보다 엄격

미치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정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절차를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담당자는 고위 경영진의 일원입니다. 옥스팜은

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옥스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옥스팜은 다른 구호 단체, 현지 파트너,

보호정책에 대한 교육 제공 및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해 3명의 지역 보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조사결과를 실천에 옮기고 장벽을 극복할

정책 자문위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스팜 연합 차원의 글로벌 보호정책 공유 서비스(Global Shared

2019/20년 목표:

옥스팜 연합에서의 활동을 통해 옥스팜 국가 사무소에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Safeguarding service) 활동에는 각국 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안전 프로그램

33개의 보호정책 직위와 182명의 훈련된 핵심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스팜은 옥스팜의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의 영향을

거버넌스

2019년 4월에 제정된 옥스팜 영국 본부의 보호정책 전략을 시행하고 사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옥스팜
연합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받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옥스팜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방식에는 직원 및 파트너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뿐 아니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내 조사 활동도 포함됩니다.

●	2018년 성과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 감독을 위해 설립된
보호정책위원회를 2020년 4월 보호정책 및 윤리위원회로 대체
●	아동 성착취와 여성 폭력에 대한 기소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장을
보호정책 및 윤리위원회의 독립 위원으로 채용

보호정책

●	모든 회의에서 보호정책 관련 보고서 심사 및 6개월마다 상세한

요구됩니다. 옥스팜은 보호정책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이 검토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2019/20년에도 옥스팜은 직원, 파트너, 자원봉사자 그리고 수혜자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정책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대한 정기적인 독립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정책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6월, 자선사업감독위원회는 옥스팜 영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스템 개선

아이티에서의 실패와 보호정책 및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같은 해 옥스팜 연합은 과거와 현재의 옥스팜 문화 및 보호정책을

옥스팜은 보호정책 사례 관리, 신고, 품질 보증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옥스팜 인터내셔널이 설립한 전문가 패널과

방식을 강화했습니다. 보호정책에 위배되는 상황 발생시 신고하는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방식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옥스팜 연합
차원에서 글로벌 보호정책 공유 서비스(Global Safeguarding Shared

2019년 7월 옥스팜은 자선사업감독위원회와 합의한 실행 계획의

Service)를 신설하였으며 옥스팜에서의 사례 관리 및 기록에 대한 표준

실천을 통해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실행 계획에는 보호정책과 절차, 교육 개선, 직원 채용 및 자원봉사자
관리 방식 개선 및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이 상황의 돌파는
함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옥스팜 시리아 현장 엔지니어

옥스팜 가자지구 식량안보 매니저

다이아나(Diana) / 2020. 4. 17.

나즐라(Najla) / 2020. 4. 14.

교육

담겨 있습니다.
옥스팜 영국 본부가 활동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과 옥스팜 채리티숍

9년간의 내전 이후 폐허가 된 사회기반 시설과 열악한 보건

지금 가자지구 곳곳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절박한

시스템으로 인해 시리아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일이

상황에 큰 아픔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수도시설의 파괴로

옥스팜은 따뜻한 음식과 물을 격리시설과 병원 등에 제공

옥스팜의 실행 계획 이행 성과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 평가 위원은

(자선가게)에서는 광범위한 보호정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직 개선할 부분도 남아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옥스팜의 보호정책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옥스팜은 이 기간 동안 직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옥스팜은 자선사업감독위원회가

자원봉사자, 파트너에게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깨끗한 물이 부족하며, 수많은 가정이 코로나19에 노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격리시설과 접촉하는 파트너와

옥스팜의 실행 계획 이행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까운 장래에 발표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급자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보다 갑절로

옥스팜이 제때에 구호물품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가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 어려운

지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때에 옥스팜 활동가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옥스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스팜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맞춰 독립 평가 위원의 보고서도

피해자의 공개적 발언 지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옥스팜이 이룬 몇 가지 주요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가 학대 및 착취를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해 주신다면, 코로나

도움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때에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옥스팜은 이러한 개선 사항을 강조하면서도 해결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스팜은

19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것 또한 인정합니다. 보호정책 문제에서는 학습, 적응, 개발의 필요성이

피해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다 일관성 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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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트레일워커

함께 걷는 사람들
참가자 인터뷰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00km를 4인 1조가 되어 3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도전 형식의 기부 프로젝트
입니다. 1981년 홍콩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처음
개최 후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참가자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전하며
100km를 걷고, 기부금을 모아 전 세계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 현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
2020
옥스팜 트레일워커 결과
참가 신청자

164 팀 / 656 명
후원자

4,861 명

- 지리산학교팀 산악인 및 지리산 걷기학교 교장 남난희 -

‘삭스업’은 신체 중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찬사를

발을 위한 풋웨어&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보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반칙을 당하거나 지쳐 쓰러진 후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육체적 고통이나 극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km를 38시간 안에 걷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일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행동처럼

무척 힘들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이는 한 걸음 한

196,105,698 원

‘삭스업’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쉽지 않은

걸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 열 걸음, 백, 천, 만, 십만,

데 늘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또한 항상

백만 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들이 모여 지리산이 되고, 백두

도전입니다.

대간이 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00km는 큰 도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100km를 밤새워가며

우리들의 값진 도전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걸을 일은 없었기에 그만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성취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2020년 8월 말 예정되었던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대회
2주 전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24,000명

참가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64개 팀이 참가를 이어갔고, 2020년에 모인

동참해 주신 참가자와 기부펀딩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 삭스업팀 이영표, 이사무엘, 이성민, 이용준 -

무릎을 꿇고 양말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양말을 끌어올리는

수혜자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무엇보다도 옥스팜 트레일워커로 인해
빛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원금

 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옥스팜 자원봉사자 자히드 호세인(Zahid Hossain)이 고령자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법을 설명하고
방
있습니다. ©Fabeha Monir/Oxfam

후원금은 코로나19 긴급구호활동과 소녀 교육 프로그램 등 전 세계 약 24,000명에게 식수, 위생, 긴급 식량,

혼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람들의 고통이나 고된 삶의 무게도 깨닫고 공감하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힘겹고도 행복한 축제를 한바탕 했다고 하는 사람도

지원 활동

함께 걸음으로써 힘을 보태고 응원할 수 있다는 걸 깊이 느끼고

있겠고, 내 땅의 아름다움과 동료의 소중함도 확인하게 될 것

코로나19 대응,
소녀 교육 프로그램 등

싶습니다. 삭스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는 시간이

입니다.

될 것 같아 너무 설렙니다.

2021년에 더욱 안전한 모습으로 꼭 만나뵙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걸었던 2020 년
모두가 함께 걷는 2021년
2020/21 옥스팜 트레일워커
일시 | 2021년 5월 22일(토) - 23일(일)
장소 | 강원도 고성군

옥스팜 버츄얼워커 50K
코스 답사 및 현장점검

관계기관 추진회의

대회 준비 및 시뮬레이션 답사

참가자 개별 훈련

2020년 대회 연기

아름다운 자연과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고성갈래

대회를 만들어가는 옥스팜, 강원도, 고성군이 모여 코로나19

사무국 직원들이 실제와 동일한 100km를 38시간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더위와

대회를 2주 남겨놓고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구경길과 해파랑길이 포함된 코스와 대회 현장을

대비책을 비롯해 대회 안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

완주하며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자세한 안내사항을

기나긴 장마에도 자신의 한계와 가난에 도전하는

인해 아쉽게도 내년으로 대회를 연기했으며,

수개월간 답사했습니다.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지속적으로 훈련해 주셨습

보다 철저한 안전이 보장되는 2021년 대회를 준비

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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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모금 캠페인 활동

모두가 힘겨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모금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옥스팜은 대면모금 활동을 통해 후원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삼 더욱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대면모금 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백윤미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대면 인터뷰

Q.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면모금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가장 큰 원동력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했던 것이었어요.
‘결코 ~때문에’ 가 아닌, ‘~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의 따뜻한 소통’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건네는 따스한 말에 시민분
거리두기 매트로 안전을 지키는
옥스팜 아일랜드 활동가의 모습

얼굴보호장비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옥스팜 독일 활동가의 모습

들께서 미소와 응원을 보내주실 때는 정말 큰 힘이 났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가운데, 거리에서 후원을 결정
해주신 우리 후원자님께 참 감사해요.

‘대면모금
(Face-to-Face

Q. 코로나19 상황 속 만났던 후원자님들 중, 혹시 기억에 남는

Fundraising)’이란

후원자님이 계신가요? 어떤 말씀과 마음을 전해주셨는지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알려주세요.

보편적인 모금 방식 중
하나로, 말 그대로

백윤미 활동가

2019년 6월에 후원해 주셨던 분을 최근 우연히 다시 뵙게 되었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50대 아버님이셨는데 저를 단번에 알아봐 주시더라구요. “옥스팜코리아와

대화를 통해 후원을

함께 한 1년 반 동안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청드리는 방법입니다.

백윤미 선생님도 정말 더웠던 작년 여름이나 코로나로 더욱더 추운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옥스팜 스페인 활동가의 모습

지금이나 한결같이 열심히 따뜻한 일 하고 계시네요. 평생 후원할게요.
힘내세요!”라며 제게 기운을 주고 가셨어요. 저를 기억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매일매일 소중하고

대면모금은 특히 후원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옥스팜에게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추웠는데도, 제게는 최고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금 방식입니다. 단체를 적극적으로

옥스팜과 함께 하는 대면모금 활동가들은 옥스팜의 모금 윤리강령에

따뜻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원자의 요청이나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응대

따라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옥스팜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 활용이 제한적인 비영리

명찰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체의 특성상,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는 효율적인
모금 방식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과 위기를

이러한 많은 장점으로 인해, 옥스팜 역시 우리 단체와 모금 방법에 대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팜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대면모금 활동가들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뉴질랜드,

양방향 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대면모금 활동은 평소 후원에 대한

멕시코, 홍콩 등 20여 개국에서 정부의 방침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마음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며 전 세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면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옥스팜
대면모금
활동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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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후원
캠페인

옥스팜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WaSH(식수, 위생, 보건)
사업 및 더욱 증가한 가정 폭력의 문제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기였지만, 온라인과
TV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옥스팜은 긴급구호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보러가기

소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캠페인 보러가기

준비된 긴급구호
갑자기 덮치는 재난과 재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옥스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면
오늘, 알리야는

새신부 알리야의 나이는

결혼합니다.

12살

알리야는 삶을
강제로 빼앗깁니다.

더 이상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분에 23명, 3초에 1명의 여자아이들이 가난, 관습, 성차별 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결혼 후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고, 어린 나이에 겪는 출산으로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옥스팜은

옥스팜의 재빠른 코로나19

모든 사업에서 여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난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대응 비결 - 긴급구호 물류창고

준비된 긴급구호,
옥스팜이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WE'RE READY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사업의 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

때로 옥스팜은 UN에서 재난위기를 선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전에 현장에 달려갑니다.
옥스팜이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여성, 특히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있었던 비결도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영국

제공하여 스스로의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준비합니다.

비체스터(Bicester)에 있는 긴급구호 물류

재난재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구호 전문가 옥스팜은 언제나 72시간 이내에

창고와 운송 시스템에 있습니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이미 전

옥스팜은 재난 시 전 세계 어디든 즉시 출동

세계 현장에 있던 옥스팜은 오랜 기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구호 장비와 물품을

보건/위생 취약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캠페인에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께
여성들의 평등한 삶을 응원하는 A JUST WORLD AGAINST INEQUALITY
휴대폰 스트랩을 드립니다!

캠페인 보러가기

나쁜 선택, 더 나쁜 선택
어떤 선택도 좋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문제를 넘어선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방글라데시의 아라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옥스팜의
혁신적인 손씻기 장치

소녀들이 달려가는 내일,
옥스팜과 함께 열어주세요!

수백 명이 한 개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방글
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손으로 전파되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옥스팜의 손씻기 장치는

설사를 각오하고

탈수증을 감수하고

물을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페달을 밟아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치를 사용하는

코로나19는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을 급격히 높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보건

현지 지역 공동체의

상황에서 옥스팜은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견을 듣고 장치를

더러운 물 앞에서 목마름과 질병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옥스팜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식수, 위생, 보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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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옥스팜워크

함께 만든 변화

여성과 소녀를 위한 발걸음

참가자

1,000명

후원금

21,815,000원

지원활동
여성보호 및 긴급구호 활동 등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짧게는 3km, 길게는
10km가 넘는 길을 매일 같이 걸어야 합니다. ‘옥스팜워크’는 여성과 소녀들의 ‘생존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2017년 개최하여
현재까지 약 3,5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 인제의 ‘걷기 좋은 10K’ 코스를 비롯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10km를 걷고 인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000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865건의 인증 사진이 SNS 채널을 통해 공유되었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여성과 소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아름다운 비대면 걷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참가비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보호 및 생계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 복구와 개발사업, 캠페인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홍보대사 배우 이하늬 님의 응원 한마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함께 걷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되어 옥스팜
워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고달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지혜롭고 좋은 에너지로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옥스팜워크를 신청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참가자 인터뷰
강동학 님

김다미 님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 숲길

집앞
호수공원 일대

2020.10.10

2020.10.10

신유빈 님

인제군 박인환
문학의 길,
소양강 둘레길
2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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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 참여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평소 NGO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SNS를 통해

하고 경험하는 기부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갖기 시작한 김다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소식을 받아보던 중, 옥스팜에서 비대면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2020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보고 좋은

옥스팜을 소개하고 전 세계 취약계층에 대한

옥스팜워크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이 너무 뜻 깊은 시간

것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팜에

함께 걷는 10km는 웃음과 의미를 동시에 잡는

이었습니다. 숲길을 걷는 중에 다른 옥스팜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두

워크 참가자분들과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삶을 지키는 단체인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매일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인만큼 같이 모여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살기 위해 걸어야 하잖아”라고 공감하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늘 아쉬웠는데

아버지는 벌레를 휘휘쫓는 저와 어머니에게 “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

옥스팜워크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길으러 가는 길에도 벌레가 많을 텐데 우리도

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왠지 모를 유대감과

10km를 완주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똑같이 경험해야지!”하시며 웃음 속에 10km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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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옥스팜 연구 및 활동 보고서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옥스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인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의 긴급구호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옥스팜이 발견한 사실은 재난
대처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현지에 있는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지지하며, 여성과 소녀
들도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직접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3개월간 옥스팜은 62개국
45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돌봄노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
옥스팜은 2020년 1월 21~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보고서
‘돌봄노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Time to Care)’을 발간하였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제공되는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의 재산이 전

	기근 바이러스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많으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부유한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가

개인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돌봄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만 명에

발표하고 다보스포럼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식량위기 지역을 통해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밝히며,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는
지구에 살면서도 수백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식량체계의 불편한 진실과 기근 퇴치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2020 불평등해소실천 지표
코로나19 시대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는 유엔총회에 맞춰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Confronting Carbon Inequality)’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탄소 불평등이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10% 부유층의 탄소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등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배출량은 52%로, 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고갈시켰습니다. 반면 하위 50% 극빈층은 탄소 배출량의

158개국의 정부 정책 및 조치를 평가한 2020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7%를 차지하며, 탄소예산의 4%만을 사용했습니다. 옥스팜은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완화되어 탄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빈곤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계 탄소예산은 203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속가능한

직면해야만 했고 불평등은 급격히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각국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RI 지표는 각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따라 순위를 매긴 지표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되었습니다.

무급 돌봄노동과 불평등 위기

전 세계 소득집단의 누적 탄소 배출량 비율(1990-2015)

195개국 중 극심한 식량위기 지역

지역

158개국 중 불평등해소실천 지표 하위 10개국

극심한
극심한 기근을
겪는 사람들 기근을 겪는
인구 비율
(백만)

의료보건
대응 순위

코로나19
확진자

국가

공공서비스
순위

조세 순위

노동 순위

CRI 지표
순위
158

예멘

15.9

53%

190

941

남수단

158

155

154

콩고민주공화국

15.6

26%

161

5,826

나이지리아

156

127

158

157

아프가니스탄

11.3

37%

130

29,143

바레인

102

158

131

156

베네수엘라

9.3

32%

176

3,917

차드

157

113

145

155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9.8

5%

-

33,846

라이베리아

129

150

132

154

에티오피아

8.0

27%

84

4,532

바누아투

115

156

115

153

남수단

7.0

61%

180

1,892

오만

108

148

138

152

시리아

6.6

36%

188

20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55

64

157

151

수단

5.9

14%

163

8,580

기니비사우

151

132

126

150

아이티

3.7

35%

138

5,211

아이티

145

105

149

149

*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차드, 세네갈, 나이지리아 포함

▶ 옥스팜 홈페이지(oxfam.or.kr) - 자료실 - 연구보고서에서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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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코리아와
함께하는 분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함께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의 작은 습관이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김만희 후원자님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기부’에 기쁨을 느낍니다.

배상지 후원자님

최덕례 후원자님

시흥에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 가게로 옥스팜 캠페이너 두 분이 방문하셔서 옥스팜을 소개해
주셨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과 배고픈 아이들을

김경옥 후원자님

저는 어린 시절 광주 외곽에 살며 부모님께서 8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다보니, 가정 형편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오빠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학비를 벌며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옥스팜의 TV캠페인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부평에서 제물포로 통학하면서 지하철에서 보았던 가난한 아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물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니

들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나도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

어려웠던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그들이 먹는 물 자체는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물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에는 이런

돕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더 잘 사는 나라에게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호물자를 배급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저도 더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옥스팜과 함께 물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과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물을 공급하고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러던 중 옥스팜이 물 관련 긴급구호나 국제개발 분야에서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스팜을

저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통해 머나먼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음껏

기쁩니다.

마시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을의
큰 샘, 작은 샘으로 언니 오빠들과 물을 길으러 다녔던 제 어린

몇 년 전에는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 삶에 큰 고난을 겪으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후원이 한 마을에 생명을 살리는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 돈이 그 어떤 돈보다 가치 있고 아깝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돕는 귀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무엇인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등에 대해 알아 가며 넘치게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봉사하며 사신 분이셨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상지입니다. 제게는 2020

주위와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집에서 시루떡이나

년이 만 30살의 시작이었는데요. ‘기부’를 통해 이 시작을 기념하고

두부를 만들면 가장 맛있는 부분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

싶었습니다. 6개월 프로젝트로 제가 목표한 금액을 모으기 시작했고,

주셨어요. 저는 항상 그 심부름을 했었고요. 어느 날, 90세가 다

뜻깊은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원 기관을 정하는 게

되신 어머니 배낭을 보니까 큰 생수 6병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솔직히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 경로로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를 탐색

“엄마, 이게 뭐예요?”라고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앞집 할머니가 몸이

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고려하던 후원 분야에도 적합하고 기부금

아프고 사정이 안 좋아서 물 사 먹기도 힘들어. 그래서 약수터에서

사용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옥스팜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서 갖다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도 거동이
불가능했던 옆집 젊은 아주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주변 친구, 지인으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의 삶에 동참하게 된 것

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저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같습니다.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넘치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기회인 ‘기부’ 그 자체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부 후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대학 시절 친했던 선배가 자극받아 본인도 정기 후원을
결정했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이미 옥스팜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었던 멋진 후배도 알게 되어
너무 기뻤고요. 이 모든 것이 또다시 저에게 자극이 되어 올해부터
정기 후원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20년 동안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큰 금액으로 후원하지는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밥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옥스팜 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달에 100인분 정도씩 소외 계층 노인
분들을 위해 음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분들이 자주 설렁탕을
드시기 어려우신데 드시고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어쩌면 가난한 나라나 의료가 취약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저는 학창시절부터 측은한 마음이 드는 부분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나누려고 했던 나눔의 습관과 실천이

보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느꼈으면

조금씩 더 큰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눔의 습관을 가져보시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에
기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을 넣어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기보다 후원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을 해본 사람은

사랑으로 심고 거두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후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앞으로의 제 계획이자 꿈입니다.

하는 것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가능한 힘 닿는 데까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들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옥스팜에 바라는 점은 계속해서 후원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올바른 곳에 돈이 잘 쓰였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나눠준 사랑이 목적지에 잘 도착해,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거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국내를 도와야지 왜 해외를 돕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물을 못 마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구요. 저는 한 끼만 못 먹어도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후원은 돈이 많든 적든 모두에게 큰 결심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과 같은 거죠.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돈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며칠을 굶는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하니
후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혹시나 좀

후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 분야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더 여유가 될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하고

귀한 후원을 시작해 보시면, 모두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서로에게

싶다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아오는 기쁨이 크다는 걸 나누고 싶네요!

그리고 모든 옥스팜 후원자님들이 지속하고 계신
귀한 관심과 후원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19/20 연례보고서

옥스팜코리아와 함께하는 분들

32

33

후원자와의 소통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직접 후원자님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후원자님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후원자님 의견을 받고, 더 친숙하게
후원자님께 다가가기 위해 직원의 이름으로 직접 웹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응원과 칭찬,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옥스팜 활동 소식을 더욱 쉽고 유익하게 전하는 옥스팜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 세계 식량 부족 국가 현황과 과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저 자신부터 과소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간 옥스팜 웹진에 보내주신 메시지

• 돌봄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이지요.
산불의 피해와 지구 온난화. 이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 취약 계층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해 주었어요.

• 공부하는 소녀들을 위한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옥스팜 활동에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더 어려운 이들을 잊지 않고 활동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소녀들에게 “너희의 꿈을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 ‘위케어 이니셔티브’라는 캠페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내용을 자주 접해서 기부에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ㅎㅎㅎ
처음에는 기부를 시작해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pre한웹진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값진 일이 될 수 있고,

• 제가 후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느 후원 단체는 어디에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진 않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알려줄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스스로 행하는 데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 기사의 내용도 사진도 군더더기 없는 편집이 기분 좋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옥스팜 이메일과

•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사를 꼭 보여 드려요. 아직도 세상에는 가난으로 고통 받는 여성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탄하면서, 옥스팜과 같은 활동이 현실 정치를

• 많지 않은 약간의 저의 후원이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된다는 소식에 왠지 뿌듯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고맙습니다.

• 후원자에게 코로나 대응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다는 것에 신뢰감이 생겼어요.

• 스토리를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게 해 주셔서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옥스팜 구호 활동이 상세히 쓰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 코로나로 많이 다른 일상이지만 함께라는 느낌이 들었고 작은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물과 식량 제공부터 정보 취약 계층 지원, 성평등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 대응에도 경험과 체계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내용도 충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고 따듯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 일이 너무 많아 지치는 아침 출근길에 메일을 열어 봤습니다. 생각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지쳐 있던 저에게 참 공감가고 위로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옥스팜 웹진과 반차보고서를 구독하고 싶은 분들은 옥스팜 후원자 마이페이지에서 이메일/우편 수신에 체크해 주세요.

www.oxfam.or.kr
facebook.com/oxfamkorea
instagram.com/oxfamkorea
@oxfamkorea
youtube.com/oxfamkorea
blog.naver.com/oxfamkorea
happylog.naver.com/oxfa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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