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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옥스팜코리아	대표	지경영	드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도

에서는	감염병을	치료할	의료	장비만큼이나	쏟아져	나오는	시신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했고,	예멘

과	시리아	등	긴급구호가	단절된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위협

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현장에서는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예멘에서는	옥스팜	직원	3명이	구호	활동	중	공격을	받고,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난	파티	마흐무드	살렘	알취리히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며,	옥스팜은	예멘인을	위한	구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옥스팜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적	위기에	맞서	치열하

게	싸워왔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온	순

간들을	새기며,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넘어	자립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옥스팜과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옥스팜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더욱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옥스팜이	될	것을	약속드리

며,	지난	1년간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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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기후운동가	제시(중앙)는	최근	옥스팜	기후정의	프

로그램에	참여해	리더십	훈련과	기후위기	교육을	수료했습

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

에	처한	현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동료이자	친구인	아이작과	함께	연설에도	참여

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원과	옥스팜의	주관

하에	전개되었습니다.	© Thoko Chikondi/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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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2020년	4월~2021년	3월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성과와	2021년	1월~2021년	12월	옥스팜코리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취약계층과	수혜자	이름은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42년	그리스	난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옥스팜

이	올해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굶주린	고아들을	위해	매일	5,000
끼의	식사를	제공하며	한국과는	처음	인연을	맺었

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의	눈

부신	역사	뒤에는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

해	기꺼이	마음을	나눠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	기근,	열악

한	사회기반	시설	등으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

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도	희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8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1.	1994년	르완다	내전으로	100일간	8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백
만	명이	인접	국가로	탈출했다.	옥스팜은	르완다	난민들에게	대대적인	긴

급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	2.	1984년	옥스팜의	식량	
캠페인에	영국	방송인들이	동참하며	대중의	참여를	촉구했다.	3.	옥스팜은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빈민을	위해	약	6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긴급구호	활
동을	펼쳤다.	4.	1947년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옥스팜	채리티숍이	영국에	
처음	설립되었다.	5.	1959년	세계	난민의	해를	맞아	옥스팜은	모금	활동을	
펼쳤고	100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6.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
미	발생	직후	긴급구호	현장에서	식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7.	르완
다	대학살을	추모하는	캠페인에	영국	배우	헬렌	미렌이	함께하고	있다.	

옥스팜의  
지난 80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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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활동 영역
2020/21년 옥스팜*은  

93개국에서 활동하며 2,570만 명을 도왔습니다.
*2020.	4.~2021.	3.	한국사무소를	포함한	옥스팜	인터내셔널	기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전 세계 90여 개국 이상에서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및 옹호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가난에 맞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 물·위생, 식량 지원부터 생계 자립 활동과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옥스팜은 빈곤국의 취약계층이 생존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 옥스팜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

옥스팜은	긴급	물류창고와	운송	장비

를	상시	운영하며,	전	세계	재난	발생	

지역에	72시간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구

호팀을	파견해	물자를	전달하고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옥스팜

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건	활동을	

펼칩니다.

그 외 국가

250,000명
1,027개

중남미

1,300,000명
662개

태평양 지역

200,000명
83개

국제개발 활동

전	세계	취약계층이	수혜자를	넘어	삶

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옥스팜은	지역사회와	함께	

중장기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생계

지원	교육부터	정보통신기술	훈련까

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용적이

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

니다.

캠페인 및 옹호활동

가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옥스팜은	각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인식	개선과	정책	입안에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

서	발행,	시위	활동,	글로벌	캠페인	등

으로	옥스팜은	국제사회에	불평등	해

소를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합

니다.

서아프리카

3,200,000명
494개

중동 및 북아프리카

7,900,000명
317개

아시아

4,600,000명
1,045개

남아프리카

1,800,000명
286개

동·중앙아프리카

6,400,000명
234개

한눈에 보는 2020/21

수혜자	수

협력기관	수

 

옥스팜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 삼아 가난의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활

동합니다. 옥스팜은 전 세계 임직원과 

현지 파트너, 그리고 옥스팜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비전·목표·가치

역량 강화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옥스팜	임직

원과	지지자,	파트너,	수혜자	모두가	역량을	발

휘할	때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무성 준수

옥스팜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높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집

니다.

다양성 포용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

는	데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2022년

21개로	구성된	
국제연합체로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	

9,000여	명	활동

1942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가	

그리스	기근	구제를	

위해	설립

1953년

1953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빈민을	

위한	모금	및	

긴급구호	활동	진행

06 07



키워드로 만나는 옥스팜

코로나19, 자연재해, 분쟁과 기근 등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 옥스팜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활동을 이어가며 2,570만 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20/21년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옥스팜의 대응 내용을 키워드로 소개합니다.

*상세	활동은	이어지는	보고서의	내용과	옥스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지 1
년이 지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난

민과 실향민, 저소득층에게 감염병 예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마저 확산되며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

다. 옥스팜은 도움이 필요한 68개국에서 물·위

생, 식량과 생계를 지원하고 보호 및 교육 활동

을 펼치며 1,43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

동을 전개했습니다.

© Roanna Rahman / Oxfam India

끝없는 재난재해와 정치적 탄압으로 로힝야 난

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

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난민 이주 정책으로 난

민 중 일부는 재난에 취약한 바샨차르섬으로 

이동했으며, 2017년 로힝야족을 탄압했던 미

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 많은 사람들이 두

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홍수

는 사회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며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

을 지켰습니다.

© Mutasim Billah / Oxfam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무력분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5
만 명은 생존을 위해 인접국인 수단으로 피신

했습니다. 물, 식량, 생필품과 의료서비스가 절

실한 상황이지만 인도적 지원 활동이 제한되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옥스팜은 분쟁 지역 

주민 52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펼

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 Serawit Atnafu / Oxfam

부유층의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2%

를 차지하며 탄소 예산의 1/3를 소진한 반면, 

하위 50%는 7%의 탄소만을 배출하며 예산의 

4%를 사용했습니다. 옥스팜이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 '탄소불평등에 직

면하다’는 수십 년간 심화된 극심한 탄소 불평

등으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

혔습니다. 옥스팜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

일을 만들기 위해 탄소 불평등 해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Andy	Aitchison	/	Oxfam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

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며 불

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로 

560만 명이 한순간에 난민으로 전락했고, 620
만 명은 실향민이 되어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1,106만 명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

며, 인구의 60%에 달하는 1,240만 명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시리아 사람

들이 생존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활동과 국제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Islam Mardini/ Oxfam

베이루트 항구에 위치한 질산암모늄 창고에 화

재가 발생해 초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도시 1/3이 파괴되어 30만 명의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

다. 경제 불안과 코로나19로 이미 위기를 겪고 

있던 레바논은 설상가상으로 덮친 참사에 절망

했으며, 물가 상승과 자재 부족으로 고통을 호

소했습니다. 옥스팜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

와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존자들의 회

복을 위해 주택 재건과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

니다.

© Pablo Tosco/ Oxfam

© Islam Mardini / Oxfam

현재 1억 5천5백만 명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1분에 7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기근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11명에 이릅니다. 기근은 분쟁과 코로

나19,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어 빈곤국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합니다. 옥스팜은 

기근 위기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보고서 '기근 바이러스 

대확산'을 발표하며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년

#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 극심한 
탄소 

불평등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사태

# 로힝야 
난민캠프 

위기

# 시리아 
내전 발발 

10년

# 기근 
바이러스 

대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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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재정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매월 영국 본부로 보내져 전 세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재정보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옥스팜코리아를 포함한 옥스팜 영국의 재정 기록을 나타내며, 옥스팜의 

사무소는 각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21개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멕시코,	벨

기에,	브라질,	아일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퀘벡,	터키,	프랑스,	호주,	홍콩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옥스팜코리아는	옥스팜	영국	본부의	한국

사무소로서,	한국의	모든	후원금은	영국	본부로	100%	송금되어	활동	국가에서	사용되며,	재정보고는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금	56,383,874원	및	강원도	보조금	35,289,700원	포함

2)	옥스팜코리아	모금액	8,809,861,570원	포함

3)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옥스팜	채리티숍은	영국	전역	570개	상점에서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되며,	판매	수익금은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등에	사용됨

기준	환율:	1GBP=1,550원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1) 2,788억	원 52%

�	일반후원	및	유산기부2) 1,632억	원 31%

�	채리티숍	판매	수익금 611억	원 11%

�	투자	수익 3억	원 <1%

�	기타 302억	원 6%

�	긴급구호	활동		 2,044억	원 36%

�	국제개발	활동 2,246억	원 39%

�	채리티숍	운영3) 987억	원 17%

�	후원기금	모금활동		 326억	원 6%

�	캠페인	및	옹호활동 102억	원 2%

�	기타 11억	원 <1%

옥스팜코리아를	포함한	영국	본부의	총	수

입	및	사용	내역은	매년	외부	회계전문기관

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받고	있으

며,	옥스팜코리아의	상세	재정보고는	국세

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의	외부감사	보고

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금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센터	당	8가구가	이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된	25개의	선상	위생센터가	설치되어	찬드푸르	배	거주민의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선상	위생센터를	통해	매일	480L의	깨끗한	물이	제공되며,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여과	시스템과	건조	작업을	거쳐	농업용	비료로	사용됩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	26	<안전을	책임지는	배	거주민	보건위생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기금사업

방글라데시 선상 위생센터 사업 

후원금 수입 내역 후원금 사용 내역

총 수입 내역 

5,337억 원52%

6%

31%

11%

<1%
<1%

총 사용 내역 

5,716억 원36%

39%

17%
6%

2%

*채리티숍	활동비는	후원금	사용	비율	환산	시	제외	

후원금 사용 비율
2020.4 - 2021.3.

43%
국제개발 활동 

DEVELOPMENT

10%
운영 비용
SUPPORT COSTS 

7%
기금 모금활동
FUNDRAISING

1%
캠페인 및 옹호활동
CAMPAIGNING AND ADVOCACY

39%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
HUMANITARIAN 

83%
프로그램 비용  
CHARITABLE  COSTS

17%
운영 및 모금활동  
SUPPORT AND FUNDRAIS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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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내전과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예멘

6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예멘은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를	겪고	있습니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피란길에	올랐고,	인구

의	70%인	2,000만여	명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전의	

고통	속에	코로나19와	콜레라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며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30년	이상	예멘에서	구호

개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내전이	발발한	2015년부터는	안전

한	식수와	화장실을	제공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3백만	

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물을 마시곤 했어요. 정말 비참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옥스팜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껴 채소와 음식, 의약품도 살 수 있게 되었죠.

하닌, 예멘 알 데일리 시의 자원봉사 교사

주민들에게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물과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난민캠프는 바이러스 확산에 아주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지원 활동을 멈추어선 안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자히드, 옥스팜 방글라데시 직원

56,000명
식량	지원

85,000명
물·위생	지원

400,000명
추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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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속 악화되는 기근과 폭력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지난해	무력분쟁이	시작된	이래	에티오피아는	참혹한	상황을	마

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20만	명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티그라이	지역	40만	명	이상은	심각한	기근에	처했습

니다.	폭력과	굶주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인	문제

가	위협하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도	제한되어	구호물

자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옥스팜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깨끗한	물과	필수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양질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예

측할	수	없는	미래의	충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근으로	고통받는	

티그라이	지역민	4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250,000명
식량	바우처	제공

200,000명
쓰레기	처리	시설	제공

200,000명
태양열	랜턴	지급

70,000명
위생용품	배포

세계 최대 규모의 과밀 난민캠프

로힝야 난민캠프  

로힝야족이	미얀마군의	무력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

르	난민캠프로	이주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90만	명이	과밀하

고	열악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퍼지

면서	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대형	화재에	

최근에는	불안정한	정세까지	이어지며	이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

워졌습니다.

옥스팜은	로힝야	난민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식량

과	물을	제공하고,	수도시설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위생용품	및	태양열	랜턴을	제공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상황 가운데 옥스팜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현지 정부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깨끗한 물과 식량, 위생용품 및 

대피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리더십에 주목합니다. 지역 파트너들은 현지의 언어와 문화, 지리, 정치

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현지 NGO,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옥스팜은 공정하고 지

속가능한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회복과 재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역량을 강화

하고 보다 독립적인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옥스팜은 함께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을 이겨내는

옥스팜의 효과적인 방법

20,000가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300,000명
물·위생	지원

3,000,000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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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바이러스

모두를 위기로 몰아간 코로나19는 빈곤국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불평

등과 기근으로 삶을 위협받고 있었으며, 열악한 보건위생과 사

회기반 시설, 과밀한 생활 환경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위생용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로

나19는 난민과 실향민, 저소득층과 비공식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목숨을 위협하고 불평등한 가

난을 심화시킵니다.

감염병 예방부터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옥스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

다. 과거 지카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 질병 발생 현장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700여 개의 파트너들과 함께 물·위생, 식

량 및 생계 지원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또한, 옥스팜은 백신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의 백신People’s Vaccine 캠페인에 동참하

여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백신 분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원자님이 있어 가능했던 일들

후원자님과 지지자, 지역 파트너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옥스팜은 코로나19에 맞서 68개국, 1,430만 명의 소중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

전하지 않기에 오늘도 옥스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도움이 절

실한 현장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전기 소각로를 공급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주차장에서, 집에서 죽어 나가는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도 대표

2021년	봄,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매일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과	의료용	산소,	

심지어	시신을	수용하기	위한	화장터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옥스팜은	인도	17개	주,	39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병원

과	보건시설에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등	필수	

의료장비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와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했습니

다.	팬데믹	이후	생계	위기에	처한	이주	노동자

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는	식량과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

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19 대확산 그 이후

물·위생 지원 

969만 명

97만 명

위생용품		

보급

188만 명

깨끗한	물		

제공

530만 명

보건위생	

교육	시행

106만 명

손	세정대		

설치

699개 의료 시설

물·위생	및		

보호장비	지원	등

식량과 생계 지원 

167만 명

102만 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27만 명

식량	지급

2만 개 소상공업체

생계	지원

28만 명

사회	보호	지원

5만 명

농업	기술	및		

자재	지원	등

보호 및 교육 활동 

294만 명

45만 명

성차별과		

폭력	예방	활동

12만 명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8만 명

현물	보호	지원

5만 명

지원금,		

바우처	지급을		

통한	보호

3,934개 커뮤니티

지역	단위	기반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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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xf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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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xfam
	India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년, 옥스팜은 전 세계 1,43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가적 

봉쇄 조치와 정부의 지원금 감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옥스팜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옥스팜의 코로나19 대응은 아래 주요 활동을 포함합니다.

694개파트너

41,700,000명예방	활동

14,300,000명코로나19		
지원

68개활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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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기후탄력성 개선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옥스팜

은 기후정의를 바로잡고 지역사회가 빠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현지 농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개시설 및 대체작물 재배 

교육을 진행하였고, 빗물 집수 시스템과 수확물 창고를 설치하

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수확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옥스팜은 ‘레디 투 액트 #ReadyToAct’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날씨 관측소를 설치해 날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곡물 수확량이 크게 증가했고 현재

는 작물 다양화를 통해 농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갈수록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물 부족으로 땅이 메마르고 

키우던 가축도 죽고 말았습니다. 관개시설이 

개선된 이후로는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직접 수확한 토마토를 팔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생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라, 짐바브웨 농부

©
	Cynthia

	M
atonhodze

/	Oxfam
©
	Julius

	CaeserKasujja
/	Oxfam

	Novib

국제개발 활동

옥스팜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지난 80년의 국제개발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빈곤국 여성들의 권리 향상

옥스팜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빈곤국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네팔, 방글라데시, 온두라스의 영

세 농가 50,000가구를 대상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

시에서는 소액 대출을 통해 오리 부화장을 설치하고 직업 교육

을 진행했으며, 르완다에서는 지역 여성 협동조합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옥스팜은 ‘위케어 WE-care’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매

해 전 세계 2,5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

다. 옥스팜은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스스

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 프로그램 평가

옥스팜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제개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라크에서 진

행하고 있는 ‘취약여성 대상 생계지원 사업’의 영향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내 낙후지

역 지원에 대한 높은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성 역할의 

변화에 따른 교육,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 의료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르완다 및 미얀마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6%가 자신의 의견을 옥스팜 

또는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엄격한	영향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	평

가는	무작위로	선정되며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KieranDoherty /	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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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캠페인 Climate Justice 

농업과 목축업 등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빈곤국의 취

약계층은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지난 10년간 2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규모는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옥스팜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와 잦은 자연재해에도 취약

계층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 해결

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그리

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기후위기의 부당함을 알리고, 

각국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 금융을 늘릴 것을 촉

구했습니다. 2020/21년 옥스팜의 기후정의 캠페인은 아래 내용

을 포함합니다.

· 도시 공동체 회복탄력성 프로그램BRUC을 통해 아시아 4개국, 

  9개 도시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지에서 

  지구온도 1.5℃ 상승 제한과 대응 예산 확대 촉구

·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지역에서 기후 탄력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발 프로그램 전개

캠페인 및 옹호활동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옥스팜은 

불공정한 가난을 종식시키기 위해 캠페인과 옹호활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와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정책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SNS 해시태그#

50,000명

기후정의 캠페인

200,000명

비하인드 더 바코드

5개국 이상 시행

40,000단체전	세계	참여

5,000,000명변화를	위한	참여

374개주요	프로그램

세컨핸드 셉템버 캠페인 Second Hand September 

새로운 옷을 사지 않고 중고 물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옥스팜

의 글로벌 캠페인 ‘새컨핸드 셉템버’가 9월 한 달간 진행되었습

니다. 해시태그 #SecondHandSeptember를 활용한 5만여 

건의 다양한 게시물이 SNS에서 확산되었고, 옥스팜 온라인 채

리티숍의 판매율도 46% 증가했습니다. 옥스팜은 1974년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중고 의류를 재

사용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1년에 12,000톤이 채리티

숍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도 세컨핸드 셉템버를 처음 소개하며 ‘새것 

없는 9월’을 위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매년 9월 옥스팜은 캠

페인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

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하인드 더 바코드 캠페인 Behind the Barcodes 

식품 산업의 호황 속에서 생산 노동자는 굶주림에 처하는 일들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식량 시스템은 대주주와 글로벌 기업에게 이

득을 가져다주는 한편, 생산자들은 열악한 임금 구조와 노동 

환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옥스팜은 식품 생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

탄,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비하인드 더 바코드’ 캠

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지난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을 

포함한 다수 지역의 커피 농장에서 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유통 기업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문제를 알리는 등 공

정한 생산 유통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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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 평가

2021년	2월,	자선사업감독위원회는	옥스팜의	보

호정책이	피해자	지원,	사례	관리,	채용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강화되었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안심하고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조

직	문화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옥스팜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

를	받았는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신속

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 프로그램 

옥스팜은	인도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

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과	권리,	그리고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모든	지역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안전

과	보호를	위한	조치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보호정책팀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신고자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또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달	무작위

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조직의	보호문화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보호정책 전문가 및 채용 절차 

옥스팜의	보호정책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옥스팜	

사무소가	설치된	모든	국가의	직원	및	현지	주민

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나

이로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근	글로벌	보호

정책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으며,	옥스팜은	개

인의	고용	기록을	통해	위법행위에	연루된	사람

이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

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	간	부정행위	공개제도

Inter-Agency	Misconduct	Disclosure	Scheme’의	회원으로	가입

된	옥스팜은	지원자의	고용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안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

해	국제법	집행기구와	협력이	가능한	이니셔티브

에도	참여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정책 교육

옥스팜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보호정책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관계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

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업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보호정

책	운영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책

임자와	고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는	추가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지역에서는	보

호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격월로	워크숍을	진행

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영리	섹터	전반

에	걸쳐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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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의 보호정책 

옥스팜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 기관은 보호정책을 엄격하게 

따르며, 어떤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직의 각 

영역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접수된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접수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보호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재정	운영의	투명

성을	감독하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단체

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영국의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자산	규모가	5,000파운

드	이상인	비영리단체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

에	등록되어	매년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자선사업감독위원회 Charity Commission 

옥스팜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문제를 

고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와 책임을 통해 

더욱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난자얀 스리스칸다라자,  

옥스팜 영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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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코리아 활동보고
(2021. 1. – 2021. 12.) 

안전을 책임지는 배 거주민 보건위생 사업 
방글라데시 선상 위생센터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발걸음 
옥스팜 트레일워커, 옥스팜 버추얼워커, 옥스팜워크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힘

옥스팜과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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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책임지는
배 거주민 
보건위생 사업  
방글라데시 선상 위생센터

방글라데시에는 배 위에서 살아가는 50만 명의 ‘배 거주민’이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 찬드푸르에서는 배거주민의 82%가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하며 물·위생 취약계층으로 살아갑니다. 옥스팜은 찬드푸르 배 거주민을 대상으로 

선상 위생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여성들을 교육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진행됩니다.

50% 감소 

27% 
54%	

찬드푸르 지역의 물·위생 취약계층

방글라데시	찬드푸르	지역에서는	배	거주민	대다수가	오염된	강물을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콜레라와	설사	등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공중화장실	등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접근성이	낮고	위험해	주민들은	야외에서	볼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화장실은  

단 4개뿐이에요. 이마저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도 잘 

안되고 있어 야외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누르타즈,  

방글라데시 찬드푸르 지역 배 거주민

배앓이 걱정없이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생리대와 마스크 만드는 법을

배워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카, 

방글라데시 찬드푸르 지역 배 거주민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선상 위생센터

옥스팜은 찬드푸르 지역 배 거주민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선상 위생센터’ 2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모래필터를 통해 매일 480L의 깨끗한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되며,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여과 시스템과 태양광 건조 작업을 

거쳐 농업용 비료로 사용됩니다. 직업 훈련과 위생 교육을 수료한 지역 여성들은 마스크와 생리대를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은 센터를 운영

하는 데 사용하는 등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센터당	8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4개의	선상	위생센터가	설치되어	

찬드푸르	배	거주민의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	옥스팜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배	거주민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옥스팜의	활동에	동참해	주세요.

태양광 패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비료 
건조실

비료 
건조실

오수 여과 시스템

공용 공간
(중앙센터는  

여성자립사업  
공간으로 활용)

바이오 모래 필터

수인성 질병 발병률

11배 증가 

75명
845명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13배 증가

66명 845명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주민

주민 1,350명

1,350명0명

코로나19 예방 교육 

©
 CNRS  / Oxfam

©
 Oxfam

 in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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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발걸음 
옥스팜 트레일워커  

옥스팜 버추얼워커  

옥스팜워크

일상 속 도전을 통해 전 세계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삶과 자립을 선물하는 옥스팜의  

기부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km, 50km, 100km의 

거리를 때로는 같이,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걷고 달리며 물과 생계, 그리고 교육을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발걸음이 모여 완성되는 옥스팜의 기부 프로젝트는 가난에 맞서고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선물이 됩니다. 

*		모든	참가비와	후원금은	물·위생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포함한	옥스팜의	전	세계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	활동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옥스팜 버추얼워커 – 참가자 366명 

2~4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달간	누적거리	50km를	

완주하는	옥스팜	버추얼워커가	10월부터	11월까

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

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366명의	참가자가	일상	속	

발걸음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를	위한	내

일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옥스팜워크 – 참가자 1,186명 

여성과	소녀를	위한	발걸음,	옥스팜워크가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	7,	10km	중	원하는	거리를	선택하여	걸을	수	

있으며,	배우	이하늬	씨를	비롯해	1,186명의	참

가자가	소중한	발걸음을	통해	여성과	소녀를	위

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는 삶, 상상해 보셨나요? 

짐바브웨에	살고	있는	열두	살	소녀	타와나의	

소원은	물을	뜨러	가는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

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타

와나와	같은	어린	소녀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

기	위해	매일	아침	학교	대신	물을	구하러	집

을	나섭니다.	하루	평균	적게는	3km,	많게는	

10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으로	변화를	선물해	주세요.	

옥스팜 트레일워커 – 참가자 656명 

4명이 한 팀이 되어 100km를 38시간 안에 

완주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10월 2일부

터 3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가운데, 참가자 100명*의 값진 도전이 안전

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81년 홍콩에서 처

음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기부펀딩이

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전 세계 12개국에서 

기부문화를 이어왔습니다.

*  560여 명의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참가를 유예

하였습니다. 

239,874,375원
후원금

6,493명
후원자

28,806명
수혜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가 중요하지만 내전이 

계속되면서 수도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옥스팜은 물·위생 시설 재건 등  

현지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힘, 옥스팜 시리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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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옥스팜의 똑똑한 해답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

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옥스팜의	‘똑똑한	해답’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옥스팜은	지렁이	화장실로	위

생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여성의	소득을	증진시키며,	블록

체인	기술로	농부들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식량	거래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가난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

로	접근하는	옥스팜은	같은	투자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스팜의	똑똑

한	해답’	캠페인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취약계층은 불평등과 

굶주림으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줄지 않는 탄소 

배출량은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빈곤국 취약계층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옥스팜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후원자 여러분들을 만나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것 없는 9월, 

세컨핸드 셉템버

화려한	옷	뒤에	가려진	아름답지만은	않은	과정들,	기후변화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세컨핸드	셉템버’는	9월	한	달간	새것을	사지	않고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배우	시에나	밀러가	글로벌	캠페인	홍보대사로	함께하

고,	한국에서는	배우	이하늬와	이제훈,	셰프	샘킴이	애장품을	기부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가난한	

나라의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생사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에	함께	도전해	주세요.

-	배우	이하늬,	옥스팜코리아	홍보대사

모두 다른 이유, 모두 다른 해답 

굶주림의 이유

기후위기,	재난재해,	불공정한	식량	시스템	등	다

양한	이유로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굶주

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옥스팜	보고서	‘기근	바

이러스	대확산’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000만	명	

증가한	1억	5,500만	명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습

니다.	옥스팜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근

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현지에	가장	적합한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긴급	식량지원부터	블록체인	기술

을	이용한	농산물	거래	시스템까지,	옥스팜만의	

실용적인	솔루션을	‘굶주림의	이유’	캠페인에서	만

나보세요.

불평등 바이러스에 맞서는 

공정한 세상을 원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억	

명의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도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은	불평등한	경제	시스

템	속에서	번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1
월	세계경제포럼에	맞춰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

스’를	발간해	각국의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공

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불

평등	공감지수	테스트를	통해	불평등	문제의	심

각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옥스팜은 매년 1월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s에 맞춰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여,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정책적 변

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200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억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도 최상위 부유층은 번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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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과  
함께하는  
사람들 

작은	손길로	시작한	후원,	매달	현장에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웹진,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던	

2021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옥스팜이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양은선	후원자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

록	돕는	옥스팜의	모든	인도주의적	활동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옥스팜의	활동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권은재	대면모금	활동가		믿고	후원할	

수	있는	단체에	마음	편히	기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9112	후원자		후원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옥스팜은	80년이	되었다니	감동이

네요.	옥스팜만이	가진	전문성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동현	후원자		100km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	옥

스팜	트레일워커의	설렘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옥스팜의	아름다운	여

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진주	옥스팜	자원봉사자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난	80년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옥스팜	직원		옥스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민호	후원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옥스팜만의	명확한	비전과	투명한	운영이	있었기에	이렇

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세상이	하루빨리	오도록	저도	캠페인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

니다!	이동제	대면모금	활동가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옥스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스팜과	같은	기관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김상현	후원자		옥스팜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

며	올	한	해도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대승	옥스팜	직원	제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전	세계	취

약계층을	위해	함께해	준	옥스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살아있는	동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옥스

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난영	후원자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기에	후원을	이어갑니다.	7295	후원자		옥

스팜의	발걸음	덕분에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갈	이들이	있어	든든합니

다!	안유진	옥스팜	자원봉사자

옥스팜의 80주년을 기념하며 따뜻한 응원의 이야기를 모아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 직원과 파트너 모두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옥스팜의 활동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 옥스팜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8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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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운영을 위한  
옥스팜의 노력

옥스팜은 후원자님들께 언제나 믿을 수 있고 투명한 NGO로서  

회계관리 및 조직운영, 투명한 사업보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

에 사용됩니다.

옥스팜코리아는	옥스팜	영국	본부의	한국사무소로서,	

한국의	모든	후원금은	매월	영국	본부로	100%	송금

되어	전	세계	70여	개국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됩

니다.	올해	옥스팜	후원금의	82%가	긴급구호	및	국

제개발	활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2020.4-2021.3	프로그램	실행	기준

기부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옥스팜코리아는	사업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실적,	수

입·지출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결산내역	및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국

세청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옥스팜코리아를	포함한	영국	본부의	총	수입·지출

내역은	매년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예결산내역	및	외

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

며,	기부금	계좌	및	운영비에	대한	모든	은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에	상시	등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

세청	홈페이지에서	옥스팜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

합니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지원자	및	임직원	등	옥스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와	관련된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방송통신

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엄격하게	준수

합니다.	옥스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따

라 평가합니다.

옥스팜은	인도주의적	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인도주

의	단체가	따르는	글로벌	기준인	‘인도적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에	따라	활동을	엄격히	평가

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의	적정성,	수혜자

에	대한	책무성	등	총	9개	분야	28개	지표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투명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있

습니다. 

옥스팜은	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보

호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업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매년	온라인으로	보호정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정책을	전담하

는	직원들은	옥스팜	사무소가	설치된	모든	국가의	직

원	및	현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우리는 모든 연합체가 옥스팜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입니다. 우리는 옥스팜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과 철학, 나아가 옥스팜이 활동하는 

방식을 공유합니다. 

옥스팜의 모든 구성원은 옥스팜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동등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 연합국이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합체로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기본권이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누구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운동의 일환으로, 90개국 이상

에서 활동하는 21개 조직의 국제적인 연합입니다.

옥스팜코리아는 현재 영국 사무소에 소속되어 운영되

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옥스팜코리아 홈페이지

www.oxf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xfam America (www.oxfamamerica.org)

Oxfam Aotearoa (www.oxfam.org.nz)

Oxfam Australia (www.oxfam.org.au)

Oxfam in Belgium (www.oxfamsol.be)

Oxfam Brasil (www.oxfam.org.br)

Oxfam Canada (www.oxfam.ca)

Oxfam Colombia (lac.oxfam.org/countries/colombia)

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

Oxfam Germany (www.oxfam.de)

Oxfam GB (www.oxfam.org.uk)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www.oxfamibis.dk)

Oxfam India (www.oxfamindia.org)

Oxfam Intermón (Spain) (www.oxfamintermon.org)

Oxfam Ireland (www.oxfamireland.org)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

KEDV (Turkey) (www.kedv.org.tr)

옥스팜코리아 파트너사

*기업	사회공헌	문의:	infokorea@oxfam.or.kr

©
	Kitty 	Norw

ell /Oxfam

©
 Arlette  Bashizi  / 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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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xfam.or.kr

  facebook.com/oxfamkorea

 instagram.com/oxfamkorea

 @oxfamkorea

 youtube.com/oxfamkorea

 blog.naver.com/oxfamkorea

 happylog.naver.com/oxfamkorea

	@옥스팜코리아

옥스팜코리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성공회빌딩	301호

1942년 그리스 난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옥스팜이 설립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2,570만 명을 지원하는 옥스팜의 시

작은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옥스팜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

는 세상을 꿈꿉니다. 8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