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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30개국 이상 507개 지역에서 1만 7,000
명 이상의 유엔난민기구 직원이 7,950만 명에 이르

는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 강제 실향민을 보호·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

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

내 난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

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

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의 난민 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한국대표부는 대한

민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년 연례 보고서

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

니다. 국영문 연례 보고서는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제임스 린치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0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실향민, 무국적

자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전념합니다.미션

모든 강제 실향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비전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활동은 강제 실

향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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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전쟁, 박해,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여성,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 

여러분은 공감과 친절과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유엔난민기구(UN Refugee Agency, UNHCR)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 실향민, 무국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어려운 모든 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을 등져야 

했던 이들을 돕기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커지는 두려움과 외국인 혐오, 부정적 고정관념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평생 함께 해온 
집과 가족, 일자리, 그리고 익숙한 
장소를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난민들과 
실향민들에게 보여 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과 연대 의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2019년 세계 난민 동향

85%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

전 세계 난민과 베네수엘라 실향민의 85%는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27%가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560만 명
귀환민 수

2019년 한 해 560만 명의 강제 실향민이

고국 혹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53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며 이웃 국가에 

머물던 난민 31만 7,200명도 귀환했습니다.

10만 7,800명
재정착 난민

2019년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8만 1,600명의 재정착을 지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만 7,800명의 난민이 전 세계 26개국에 

재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비호 상위 5개국

전 세계 국가 중 시리아 주변국 터키가 360만 명으로 5년 연속 가장 많은 난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2019년 말 기준 난민 포함 전 세계 강제 실향민 수는 7,950만 명으로 8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7,080만 명보다 870만 명 늘어난 수치로, 오늘날 전 세계 약 100명 중 1명은 집을 잃고 피난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

합니다. 또한 전 세계 난민의 77%가 장기화된 난민 상황✽에서 오랜 기간 난민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전 세계 난민의 68%는 다음 5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명)

200만 명
신규 난민 신청자

2019년 200만 명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30만 1,000명의 신규 난민 신청을 받은 미국이 

최다 난민 신청자 접수국이 되었으며, 페루(25만 

9,800명), 독일(14만 2,500명), 프랑스(12만 

3,900명), 스페인(11만 8,30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7,95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향민 수

 난민 2,60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2,04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560만 명

 국내 실향민 4,570만 명

 비호신청자 420만 명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향민 360만 명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360만 

660만 

110만

40%
18세 미만 난민 아동

강제 실향민의 40%에 이르는 약 3,000-

3,400만 명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었습니다.

73%
출신국 주변국 체류 

전 세계 난민과 베네수엘라 실향민의 73%가 

출신국 주변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73%

450만 명
베네수엘라 실향민

난민 9만 3,300명, 난민 신청자 79만 

4,500명, 해외 거주 실향민 360만 명을 

포함해 약 45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집을 

떠나 실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독일

180만 

360만 

140만

140만

110만

270만

220만
✽   더 자세한 2019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우측 큐알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6
자국민 6명당 1명

2019년 아루바섬이 자국민 6명당 1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타국 실향민(베네수엘라 출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였으며, 
레바논이 자국민 7명당 난민 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6명당 1명

아루바섬

7명당 1명

레바논

10명당 1명

쿼라소섬

15명당 1명

요르단

23명당 1명

터키

1/6 1/7 1/10 1/15 1/23

✽ 같은 국적의 난민 2만 5,000명 이상이 특정 국가에 5년 이상 연속으로 머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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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 동향



6월

전 세계 난민 보호  

및 지원 촉구

세계 난민의 날 며칠 후, 우리는 가슴 아

픈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출

신 오스카(Oscar)와 그의 어린 딸 발레리아

(Valeria)가 물에 빠져 죽은 채 리오그란데 강

둑에 떠밀려 내려온 한 장의 사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진은 전례없는 실

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어떤 일

을 무릅쓰고 있는지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

습니다. 2019년, 7,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분쟁과 박해로부터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는 70년에 가까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역

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

로, 유엔난민기구는 기구의 사명에 따라 난민

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수백만 명을 보호하

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월별 주요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유엔난민기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365일 활동 중입니다. 2019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위기들, 그리고 우

리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함께 극복했는지 되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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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죽음과 질병을 피해 떠난

베네수엘라 난민 보호

베네수엘라의 치안과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

서 유엔난민기구는 세계 각국에 베네수엘라 

난민 입국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웃 국가

에 도착한 이들 중 다수가 탈수된 상태였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베

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강제 추방이나 귀환을 막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480 

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 내 위

기 상황을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4월

리비아 거주 난민 

긴급대피 지원

리비아에서 무장 충돌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

운데, 유엔난민기구는 구금된 난민과 이재민 

수백 명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

켰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 난

민 300여 명은 리비아 국외로 대피시켰습니

다. 하지만, 2019년 4월 말 기준, 3,000여 명

의 난민과 이주민이 분쟁 지역 인근에 구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

민과 이주민 보호 외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지역의 리비아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물품

을 전달하였습니다.

3월

사이클론 이다이 

긴급구호 대응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남아프리카 동부 해

안을 강타했습니다. 이다이는 엄청난 파괴력

으로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짐바브웨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난민을 비롯해 수십만 명이 긴급

구호 활동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

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유엔난민기구는 긴

급구호 팀을 파견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이재민 8만 명에게 가족 텐트, 취침 

매트, 조리 도구 및 물통 등 기본 구호 물품을     

공수하였습니다.

2월

난민  

재정착 지원

강제 실향민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가

운데 극히 일부의 난민들만이 다른 나라로 

재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

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재정착이 

필요했던 난민 약 120만 명 가운데 실제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5만 5,692명에 불과

했습니다. 더욱이 재정착을 요청했던 이들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 계층이었

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및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재정착지를 늘리고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난민들에게 

특별인도주의 비자, 가족 재결합, 장학제도 

등 다양한 경로로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 주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지중해  

난민 보호

2018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했던 난

민과 이주민 중 하루 평균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중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

험한 항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해인 2019년 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난민을 태운 배 두 척이 침몰하면서 약 170
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한 척의 

난민 보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비전과 용

기,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의 생명을 최우선 순위에 둔 장기적 접근을 

택할 때, 이러한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하

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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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에게 투자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하메드 압둘라Aya Mohammed Abdullah

12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글로벌 난민 포럼 개최 

유엔난민기구는 스위스 정부와 함께 사상 첫 

글로벌 난민 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는 난민과 난민 보호국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지

도자, 난민 대표, 시민사회 및 경제계 인사 등 

3,000명이 참석했으며, 이틀간 진행된 포럼

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 보장, 새로운 정

부 정책, 깨끗한 에너지 접근권, 기반 시설 확

충과 비호국 지원을 비롯해, 770개의 공약이 

도출되었습니다. 공약 내용 가운데에는 민간 

부문에서 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

고 난민들에게 1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라크 난민 출신 아야 모하메드 압둘라(Aya Mohammed 

Abdullah)가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11월

홍수 피해입은 소말리아와 

남수단 난민 보호

사상 유례없는 홍수가 남수단과 소말리아를 

덮쳐 70만여 명이 피해를 겪고 수십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난민과 비호국 

지역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 임시로 만든 거

처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

니다. 오랜 분쟁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

해진 이 두 나라는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담요, 모기장, 조리 도

구 등 구호 물품을 양국의 난민과 실향민들

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0월

내전 격화된 시리아 

북동부 난민 보호

시리아 내전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서 10월에만 20만여 명이 고향을 등졌습니

다. 대부분은 시리아 내에서 안전한 곳을 찾

아 피난했지만, 수천 명은 분쟁을 피해 인접

국 이라크로 떠나야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는 양국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

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

한 후원금으로 실향민들에게 임시 거처, 식량, 

담요를 비롯한 필수 구호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9월

가뭄과 폭력을 피해 떠난  

소말리아 난민 보호

뉴욕에서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실향

민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즉시 행동

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 늘

고 있습니다. 원래 치안이 불안했던 소말리아

는 2011년 기근 이래 최악의 수확량을 겪으

면서 더욱 곤경에 빠졌습니다. 2019년 1월에

서 9월 사이, 소말리아인 5,000여 명이 불안

정과 가뭄을 피해 안전을 찾아 국경 너머 에

티오피아로 들어왔습니다. 한 해 전인 2018
년에 비해 네 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러

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

과 협력하여 이러한 실향민들에게 임시 거처

와 긴급구호 물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8월

로힝야 사태 그 후 2년,  

로힝야 난민 보호

2019년 8월, 폭력 사태로 74만여 로힝야 난

민들이 미얀마의 고향을 떠난 지 2년이 되었

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절망적인 상태로 국

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난민들을 보

호하고 지원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후원으

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것부터 대응 범위

를 확대해 방글라데시 당국과 협력해 난민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함께 많은 일

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로힝야 

난민 50만여 명이 생애 처음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7월

난민 

의료 지원

2019년 7월 발행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1개국 난민 1,050만 명이 유엔난

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이 제공하는 예방접종

과 산모 관리 등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

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난민에게 필수적인 공중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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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구호 인력 파견 ② 긴급구호 물품 수송

8회
총 8회의 항공 물품 

수송을 통해 

122개 요청건 대응

23개 지역
3,000만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

23개 지역에 배포

269회
269회 인력 파견, 
유엔난민기구 및 파트너 

기관 직원 1,094명 대상 

긴급구호 대비 및 대응 

훈련 진행

618,243
물통

580,739
태양광 램프

888,268
모기장 

317,332 
양동이 

83,911 
텐트

1,932,046
방수천

755,689
조리 용품

3,328,951
담요

2,344,430
취침 매트  

긴급구호 활동 만일 몇 분 만에 집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소지품을 챙길 여유

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달했을 때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담요나 물을 담을 물통과 같

은 기본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신속하게 임시 거처, 식량, 물, 의료 지원 등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긴급구호  
활동 

주요 긴급구호  
지역 

2019년 8개국(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코스타리카, 이라크, 니제르)에 걸

쳐 긴급구호 활동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8개국 중 4개국이 3단계 긴급구호 지역, 4개국이 2단계 긴급구호 지

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국은 난민 긴급구호, 5개국은 국내실향민 긴급구호 지역이었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 대비 및 대응을 위해 17개 협력 기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했으며, 3개의 기관과는 

추가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긴급구호 물류 창고가 파나마시티에 추가되어 총 8개의 물류 창고에서 

전 세계 현장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팀은 전 세계 7개 물류 창고와 공급망을 통해 수백만 점의 

긴급구호 물품을 새로 발생했거나 계속되고 있는 긴급구호 현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③ 2019년 긴급구호 지역 및 활동 지역에 배포된 주요 물품 (단위: 개)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말라위

3단계 긴급구호

부르키나파소 코스타리카 이라크 니제르

2단계 긴급구호

국내실향민 긴급구호 난민 긴급구호

긴급구호 단계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물류 창고 ★

· 덴마크 코펜하겐

· 요르단 암만 

· 가나 아크라

· 카메룬 두알라

· 우간다 캄팔라

· 케냐 나이로비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 파나마 파나마시티

L1 사전 예방적 준비 단계

L2 추가 지원 및 자원 필요 단계

L3 전면적 긴급구호 대응 단계

L3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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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긴급구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현황과 

여러분의 후원금이 시리아 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시리아 북동부 구호 활동 2020년 3월 10일 기준

2019년 10월, 시리아 북부 폭력 사태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 가족들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실향민과		

비호국	주민	23만 4,000명 이상에게	

기본	구호품	및	월동	용품	지원

이라크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2만 명 이상에게	

주요	구호	물품	및	필수	월동	용품	지원

이라크	2개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텐트	3,000개 이상	지원

시리아 위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11년 시작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시리아는 세계 

최대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550만여 명

이 현재 주요 비호국인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에 살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은 시리아 국내에 실향

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극빈 상태로 거처와 먹을 

음식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분쟁이 시작된 이래 

시리아와 그 주변국 현장에서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명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유엔난민기구는구호 물품, 임시 거처, 의료 지원, 보호 서비

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계비 보조를 위한 현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난민 가족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스

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

원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사람이 피난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년 10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

면서 수천 명의 난민 가족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격렬한 

전투와 포화를 피해 많은 사람이 옷가지만 겨우 챙겨서 피

난을 떠났습니다. 한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과 알레포 주

에서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날로 고조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피난길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이들을 기

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Q1.

Q2.

최근 폭력 사태의 피해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019년 12월 이후 시리아 북동부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로, 이

들은 임시 거처와 필수 구호 물품 등 도움을 긴급히 필요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진 겨울 추위와 치솟는 연료 값

이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실향민들은 도움을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 이라크에서 피난 중인 시리

아 난민 2만여 명은 언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

는 상태입니다.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것을 등

지고 떠나온 난민 가족들에게 임시 거처, 깨끗한 물, 따뜻

한 식사,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따

뜻한 옷, 보온 담요, 난로 등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월동 용품들도 지원하였습니다.

Q3.

Q4.

  알고 계셨나요?

전쟁 전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강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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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시리아 어머니 나디라(Nadira)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라크로 피난을 떠나 현재 바르다라쉬 난민촌에 머물면서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정도였어요. 아이들과 집에 있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죠.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겨울 추위가 큰 걱정이었는데, 
이곳에 도착해서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담요, 매트, 히터와 연료를 받았습니다.”
시리아 난민 나디라Nad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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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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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둘    달리 가족의 이야기

집세와 아이들에게 줄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달리(Darly)*가 처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 루이스(Luis)*와 아돌포(Adolfo)*를 데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근처 콜롬비아 도시인 메이카오(Maicao)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돈이 떨어졌고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달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루이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신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난을 떠날 때만 해도 

달리는 자신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드는 것이 무서웠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깨어 있으려 했습니다. 상황은 유엔난민기구가 메이카오 외곽에 임시 수용 센터를 세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취약 그룹으로 분류된 달리의 가족은 2019년 개소한 이 센터에서 임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의 아들들은 새 텐트 안에 놓인 베개와 매트리스를 보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리의 가족은 비로소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마음이 놓여요.” 달리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이제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전하니까요.” 루이스의 병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장병 치료를 받았고 센터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며 지내고 있습니다.

*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1. 임시 거처

2019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강제로 피난길에 오른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

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 깨끗한 물, 음식과 의료 서비스, 교육과 생계, 영구적 해결책 지원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딜 가족 이야기

다른 모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딜(Hadeel)도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아이들이 슬퍼하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 하딜은 아이들에게 캠핑 여행 중이니 곧 집에 돌아갈 거라고 말하며 다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 시리아 가족은 지난해 10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새롭게 불붙은 분쟁 때문에 고향 

마을을 등져야 했습니다. 추위를 뚫고 몇 시간을 걸어 이라크 국경에 도착했고 현재 바르다라쉬(Bardarash) 난민 

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하딜 가족과 같은 수많은 난민 가족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을 등록하고 이들에게 텐트, 필수 구호 물품, 

월동 용품, 의료 및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매트리스와 담요, 방수포를 받았어요.” 하딜이 안도하며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기본만 갖춘 난민촌 생활이지만 

하딜은 가족들이 무사히 이곳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신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이들도 

무사합니다.” ‘캠핑 여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하딜의 아이들에게는 오늘 밤 안전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관대한 후원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베네수엘라 난민 달리Darly

매트리스와 담요, 방수포를 받았어요. 
신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이들도 무사합니다.

시리아 난민 하딜Had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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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셋    누룰 가족 이야기

방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에 사는 누룰(Nurul)의 가족은 몇 개월 동안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셔야 

했고 마신 후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설사를 하고 열이 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얀마 출신 난민 누룰이 말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현재 누룰 가족이 살고 있는 난민촌에 태양광 급수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9년 초까지 쿠투팔롱 난민촌 곳곳에 여덟 개의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누룰 

가족을 포함한 난민 4만여 명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체 급수대가 난민촌 곳곳에 

마련되어 가족들이 쉽게 물을 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순전히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되므로 연료 배출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룰과 그의 아내 랄루(Lalu)가 더 이상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는 폭풍이 닥치면 물이 넘쳐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누룰이 회상합니다. 

“그때는 물이 저주였지요. 이제 물은 축복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3. 의료 건강2. 물과 위생

이야기 다섯    존 가족의 이야기

존(John)은 딸과 함께 고국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케냐의 

카쿠마(Kakuma) 난민촌에 안전하게 도착한 존의 

가족은 말라리아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모기장 등 긴급구호 물품을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존의 가족을 

비롯한 카쿠마 난민촌 내 난민 수천 가구가 모기장을 

전달받아 밤에 안전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넷    요니엘리스 가족의 이야기

베네수엘라 난민, 요니엘리스(Yonielys)와 

호세(José)가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들 엠마누엘(Enmanuel)을 안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시행된 콜롬비아 정부의 

새 정책 덕분에, 엠마누엘은 2019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국적을 취득한 베네수엘라 어린이 

수천 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난민 어린이가 출생 등록을 받아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모기장이 있으니  

말라리아 걱정은 덜었어요.

케냐 난민 존Sam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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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물이 저주였지요. 이제 

물은 축복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미얀마 난민 누룰Nu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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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보조 현금 지원 현황

24억 달러
2015년 이후  

현금 지원 총액

100개국 이상
유엔난민기구 현금 지원  

프로그램(보호, 필수품, 교육,  
거주지 및 기타 목적) 운영

35%
이동전화를 통한 

현금 지원 

2,000만 명 이상
유엔난민기구 현금 지원 수령

6. 현금 지원/생계비 보조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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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

이야기 여섯    기프트의 이야기

기프트(Gift)처럼 의지가 확고한 아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3년 연속 반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은 이 열네 살 소년은 

학업을 마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수단 내전을 피해 기프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인근 

콩고민주공화국(DRC)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조금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기프트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프트가 수업에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유엔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언어 강좌를 통해 프랑스어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스스로 태양광 전등을 만들어 

밤에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최근까지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남수단 난민들에게는 

중등 교육 기회가 없었는데, 유엔난민기구는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중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은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교사를 

꿈꾸는 기프트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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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원은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남수단 난민 기프트 Gift

이야기 일곱    사헤라의 이야기

고국 미얀마에서 사헤라(Sahera)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시작된 폭력 사태로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사헤라와 그녀의 세 아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사헤라와 같은 로힝야 난민들이 난민촌에 도착하면 

유엔난민기구는 현장에서 처음에는 긴급구호 활동과 

기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난민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헤라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사헤라는 농업 지원을 받아 다시 

가족들이 먹을 신선한 먹거리를 기를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들을 보고 

무척 좋아해요. 예전에 고향에 있던 우리 농장이 

생각나거든요.” 사헤라가 설명합니다. 사헤라의 

텃밭에는 시금치, 박, 호박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말고도 이웃에게도 가끔 채소를 

나눠줍니다. 그리고도 남으면 근처 가게에 팔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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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여덟    플로렌스 가족의 이야기

케냐의 칼로베예이(Kalobeyei) 난민촌에 있는 가족의 

새집 앞에 선 플로렌스(Florence)의 얼굴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조금으로 그녀가 

손수 지은 집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행복합니다. 

저에겐 특별한 집이고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죠.”

다섯 아이를 둔 어머니 플로렌스(Florence)에게 자기 

집이 생겼다는 건 마침내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수단에서 강제로 집을 

떠난 이후 2년간, 플로렌스는 열두 명의 친척들과 함께 

방수천으로 만든  텐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플로렌스의 

가족은 칼로베예이의 1,800여 난민 가구와 함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임시 거처 보조금을 받았고,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특별한 현금 카드 형태로 생계비를 보조 

받아 시멘트, 모래, 석재 및 다른 건축 자재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필요에 따라 집을 설계하고 짓습니다. 

난민들이 건축 자재를 구입하므로 현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합니다. 

플로렌스에게 이러한 생계비 보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녀는 집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받았고, 집을 한 채 더 지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날을 열어 줘야죠. 어떻게든 

이 돈으로 집을 한 채 더 지을 겁니다.” 플로렌스는 

결연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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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열하나    자이납 가족의 이야기

자이납(Zainab), 그녀의 파트너 압둘바싯(Abdulbasit), 

새로 태어난 딸에게 르완다로의 피난 비행 이송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리비아에서 겪은 고통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소말리아 난민 자이납에게 엄마가 되는 건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이납의 딸은 리비아의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자이납은 늘 아기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이납의 가족은 취약 

그룹으로 분류되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2019년 리비아에서 르완다로 이송된 첫 번째 난민 

집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구타, 강탈 및 강간을 포함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자이납의 가족은 리비아에서 가장 큰 위험 

속에 놓여있는 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르완다 정부, 유엔난민기구,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 경유 센터에 도착한 자이납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유엔난민기구는 숙소, 물과 음식, 의복 등 

일상 필수품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 

재정착하고, 일부는 르완다에 남거나 또 다른 대안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이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안전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2개월 된 아기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립니다. “리비아를 탈출할 수 있길 

바랐는데 이제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게 된 것이 현재 자이납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세상의 전부인 듯합니다.

이야기 열    디 노에 가족의 이야기

아흔여섯의 디 노에(Dee Noe)에게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태국에서 

카렌 난민으로 살던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디 노에와 그의 아내 프리(Pree), 딸은 30년 전 무장 

민족단체와 미얀마 군부 사이의 무장 충돌을 피해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두 세대의 식구가 

늘었습니다. 디 노에는 현재 손자 다섯 명과 증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디 노에 가족은 자신들이 태국에서 받은 

모든 보살핌에 감사하고 있지만, 고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친척들에게 고국의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귀환을 결심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정부 사이에 자발적 귀환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 이래 수백 명의 

난민이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귀환은 양국 정부의 

주도와 유엔난민기구 및 파트너 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지역 상황을 확인하여 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은 디 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미얀마에서 살고 싶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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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아홉    데일리 가족의 이야기

베네수엘라의 고향에서 데일리(Deilys)*는 물류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에콰도르로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데일리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다시 시작하여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두 아이를 둔 서른여섯의 

어머니 데일리는 에콰도르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식품 업계의 사업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일리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졸업 모델(Graduation Model)’이라고 하는 

통합 및 빈곤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래, 에콰도르 거주 난민 

3,150가구가 이러한 혁신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데일리는 관련 교육과 종잣돈, 멘토링 등을 

받아 채식주의 디저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오븐, 냉장고, 믹서 등 

기본 장비를 구매했고, 집에서 채식주의 디저트를 

만들어 거리 장터와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 자기 가게를 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졸업 모델 프로그램은 

난민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는 이러한 재정 자립을 이뤄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급하고 생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단을 얻었습니다. 이제 빚도 없고 집세가 밀리는 일도 

없습니다.”

*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7. 영구적 해결책 유엔난민기구는 그 누구도 영원히 난민으로 남지 않도록 자발

적 귀환, 현지 통합, 재정착 등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새 삶을 건설할 수 있는 확

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빚도 없고 집세가 밀리는 일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데일리Dei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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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거의 20년 전에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어린 시절부터 인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조국 콜롬비아의 

상황 때문이었죠. 열세 살 때 적십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

해서 취약한 지역 사회들과 자연재해 이재민을 돕는 일을 

했어요. 아마 ‘정의’라는 개념이 내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나 

봐요! 서른다섯 살이었을 때 내가 살던 마을이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았어요. 콜롬비아 아리아리(Ariari) 지역 고발센터

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그 무장 단체가 저를 위협하기 시

작했어요. 불의에 대해 반대하는 내가 사라지길 바란 거죠. 

떠나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몇 년 뒤 저는 다시 살던 곳을 떠나야 했어요. 이번에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하면서 고향의 대학에서 인

도주의 관련 법률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무장 단체에 가담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내가 실향민들의 권리를 옹호해왔기 때문에 표적이 된 거였

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유로운 여성이며 그 

무엇도 내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위협은 계속되었어요. 그

들에게 납치 당할까 봐 두려워 피신해야 했죠. 그때 여기 아

라우카(Arauca)로 와서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 일하게 되

었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콜롬비아 사무소에서 일하는 당신의 

하루는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현재 여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어서 저의 일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콜롬비아 국경 보호 

담당자와 지역사회 감시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유엔난민기

구 동료들과 함께 국경 직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

람들을 접수받고 조회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

육하고 지원합니다. 저희는 국경 담당자들과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협력 변호사들을 확인 선별해 이들을 국경 지

역에 파견하여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

고 행사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매일 도착

하는 난민, 귀환자, 무국적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대부분 일은 사무실에서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현

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국경 담당 직원들도 만나고 보안상 

전화나 이메일로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해야 하니까요. 또한 항상 시간을 내어 난민들이나 지

Q1. 

Q2.

역 사회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

울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콜롬비아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신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원 확인 서

류도 없이, 아니면 7일 체류 허가 카드만 소지한 채 국경에 

도착합니다. 그 이상 머물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

기지요. 난민 신청은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베네수엘라인이 림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영주권이나 취

업 비자가 없으니 대기하는 동안은 일도 할 수 없어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은 콜롬

비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손에 얻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아가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국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늘어나는 수

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들은 필

요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해요.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여

성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경 지역 관계 당국

에 교육, 기술 자문 및 재정을 지원합니다. 2019년-2020년

아라우카에서만 베네수엘라 여성 수백 명이 꼭 필요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피난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간 부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주,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 신청자들의 요구에 부

응하려 하고 있어요. 국경 직원, 법률팀 등과 협력하여, 베네

수엘라 난민들에게 이들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법률 지원

Q3.

Q4.

유엔난민기구  

보호 담당 직원 인터뷰엘바 로치오 산체스 Elba Rocio Sanchez

“고향을 뒤로 하고 강제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엘바 로치오 산체스(Elba Rocio Sanchez)가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엘바는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지역사회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고국 콜롬비아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보호 담당 직원(Senior Protection Associate)으로 일합니다. 업무의 많은 부분은 폭력, 치안 불안, 
식량과 의약품 부족 때문에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엘바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이 인권 운동 때문에 위협받다가 

고향을 등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바는 우리에게 자신이 매일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유엔난민기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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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바와 동료 구호 요원들이 북동부 콜롬비아 아로카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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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 인터뷰



을 제공하고자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해

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기관과 기업

들과 협력해서 베네수엘라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콜롬비아

에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콜롬비아인들이 난

민이 이웃이자 친구라고 느낄 수 있도록 외국인 혐오와 맞

서 싸우는 데도 힘을 쏟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

는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에게 보호란 삶

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임무야말

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실향민의 삶을 겪기도 했고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보호 활동의 효과를 직접 목격 했는데, 
이러한 보호 활동이 왜 중요한지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피난길에 오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

죠. 우리가 하는 일은 실향민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희망

을 되찾게 해줍니다. 난민들과 다른 보호 대상자들은 복잡

하고 서로 연결된 요구를 지닌 다양한 측면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필요에 대

응하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음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이러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람

들이 삶을 다시 건설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난민들

이 자신의 경험이 제한적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Q5.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세 단어로 묘사한다면요?
열정, 헌신, 그리고 책임입니다. 저는 난민을 대할 때마다 내 

앞에 한 사람의 인간이 있음을 상기하려고 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고의 헌신과 책임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 일

은 나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수도 없이 보아 

왔지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제 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존재와 

자원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그들이 꿈을 실현하도

록 해줍니다. 베네수엘라 실향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 사회 센터와 학교, 눈에 보이는 다른 

자원들을 만들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에서 일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일원으로서 

내 경험을 남을 돕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목소

리를 내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국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죠.

Q6.

Q7.

2014년 이래 48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 인플레이션, 빈번한 정전 및 폭력의 소용돌이를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대이동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리고 탈진한 상태로 가진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숫자로 주변국에 도착하는 가족들에게는 보호와 임시 거처, 영양가 있는 식사와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은 많은 베네수엘라인을 기꺼이 환영해주었지만 가중되는 부담에 점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17개국 현장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베네수엘라 상황 베네수엘라
Venezuela

2019년은 유엔난민기구가 실향민들에게 기본 인권 중 하나인 임

시 거처를 제공해주기 위해 진행한 글로벌 모금 캠페인 '쉘터 캠페

인'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2016년 이후 2,500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14개국 난

민 가족 수십만 명에게 안전하게 살 곳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쉘

터는 거주 공간을 넘어 편안함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존엄과 안전

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난민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쉘터 캠페인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머물 곳과 

안전을 제공하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난민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쉘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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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과 함께 걷기 캠페인
#StepwithRefugees

매년 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길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여행

을 감수합니다. 2019년 1월, 유엔난민기구는 '안전을 찾아 떠나는 

20억km 여정, 난민과 함께 걷기' 캠페인을 시작해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20억km는 매년 난민들이 안전

을 찾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로,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인과 

함께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20억km의 거리를 완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시작 이래 188개국에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총 3,000만km의 거리를 완수

하면서 난민과의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캠페인 서포터들도 후원이나 특별 기부를 통해 난민을 위한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친선대사 벤 스틸러(Ben Stiller), 

유스라 마르디니(Yusra Mardini),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도 시간과 노력을 기부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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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캠페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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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하는 난민보호



글로벌 재정 보고 2019년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2018년보다 4억 1,600만 달러 증가한 86억 3,600만 달러였으나,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협력 기관, 민간 후원자로부터 조성한 자발적 후원금 41억 7,4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42억 1,700만 달러

의 수입을 조성해 약 49%만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난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

상 최대 규모인 44억 1,500만 달러의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필요 예산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201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책정됩니

다. 글로벌 수요조사는 해당국 정부, UN 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 대상자

의 수와 사업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개년간 보호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구상하고,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글로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유엔난민기구의 2019년 확정 예산은 2018년보다 4억 1,600만 달러 증가한 약 86
억 3,600만 달러였습니다. 필요 예산은 2018년 10월 제69회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85억 9,100만 달러에 카메룬

(3,540만 달러), 베네수엘라(7,200만 달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1억 740만 달러)과 일부 삭감 예산(6,260만 달

러)을 적용해 최종 86억 3,600만 달러로 확정하였습니다.

●  난민 77%

●  국내실향민 15%

●  현지통합 7%

●  무국적 1%

77

157

1 2019 
프로그램별 
필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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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책임 있는 후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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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엔난민기구 수입의 대부분은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민간 등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보다 약 3,300만 달러가 증가한 약 41억 7,400만 달러의 자발적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UN 분담금과 2018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9년 유엔난민기구의 총 가용 기금은 2018년보다 약 1억 1,600만 달

러 늘어난 48억 2,600만 달러였습니다.

수입 출처

2019년 수입의 87%는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UN 기

금 및 정부 간 기구에서 조성됐고, 10%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조성됐습니다. UN 본부

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수입은 

1%에 불과했습니다. 

수입 세부 출처를 살펴보면, 2019년 수입의 62%는 미국 정

부, 유럽연합(EU), 독일 정부로부터 조성됐고, 기금의 80%는 

상위 10개 후원국(미국 정부, 유럽연합(EU), 독일 정부, 스웨

덴 정부, 영국 정부, 일본 정부, 노르웨이 정부, 스페인 민간영

역, 덴마크 정부, 네덜란드 정부)에서 조성됐습니다. 

한편, 전체 수입의 30%는 비지정 기금, 나머지 70%는 특정 

지역 혹은 부문을 지원하는 지정 기금이었습니다. 비지정 기

금은 갑작스러운 난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 상

황에 맞춰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87%

●  민간후원 10%

●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 2%

●  UN 분담금 1%

2019
수입 출처

민간 후원

민간 후원금은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 후원자 및 단

체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뜻합니다. 2019년 민간 영

역에서는 2018년과 비슷한 4억 2,170만 달러를 조성했습

니다. 이는 2019년 전체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입

니다. 

후원자별로 분류했을 때, 2019년에도 개인 후원자가 민간 

영역 후원금의 약 72%에 달하는 3억 500만 달러를 후원했

습니다. 전 세계 개인 후원자 규모도 2018년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24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140만 명은 정기

후원자였습니다. 28%에 해당하는 1억 1,700만 달러는 기

업과 재단, 개인 자산가로부터 조성됐습니다. 

2012-2019 연도별 민간 후원금 규모와 민간 후원자 수

●  개인 후원자 72%

●  기업과 재단, 개인 자산가 28%

●  전 세계 민간 후원금

●  전 세계 민간 후원자 수

단위: 백만 명단위: 미화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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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수입 세부 내역

구분 비용

2019년 수입

자발적 후원금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3,660,000,000

약 4,174,000,000민간후원 421,700,000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 91,800,000

UN 분담금✽✽ 43,300,000

2019년 총 수입 4,217,000,000

2018년 이월금과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더한 2019년 총 가용 기금 4,826,000,000

단위: 미화

✽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UN pooled funding and Intergovernmental donors)

✽✽ UN 분담금 (UN Regular Budget)

2.4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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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019년 유엔난민기구는 2018년보다 1억 8,900만 

달러 증가한 총 44억 1,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지출이 30%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부르키나파소에

서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 지출 비용보다 1% 

증가했습니다.  이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이 전체의 28%를 나타냈으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미주 지역에서는 각각 11%, 9%, 6%의 기금

을 사용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

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태평양 지

역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지출이 늘어서 작년 대비 

5% 늘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의 지

출이 늘면서 작년 대비 지출이 2% 증가했고, 미주에

서는 베네수엘라 및 중남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

출이 88%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과 운영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과 본부 사무

소의 지출은 각각 11%, 5%를 차지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전체 지출의 82%가 난민 지원 프로

그램에 사용됐으며, 국내 실향민 15%, 현지통합 3%, 

무국적자 약 1% 순으로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 사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난민 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난민 보호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원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해 각 지역 혹은 

국가별 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의 예산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영구적인 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책임성

책임 있는 난민 보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 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투명한 후원금 운영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모아진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아프리카 30%

●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

●  유럽 11%

●  아시아·태평양 9%

●  미주 6%

●  글로벌 프로그램 11%

●  본부 5%

●  난민 82%

●  국내 실향민 15%

●  현지통합 3%

●  무국적자 1%

2019
프로그램별

지출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25,850,008달러를 

후원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87

13

수입/지출

단위: %

기탁 구분

●  지정 기탁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22,590,008

●  비지정 기탁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3,260,000

총 25,850,008

단위: 미화

민간 후원금

99.3

0.7

수입

단위: %

0.62
4.62

88.22  

지출

단위: %

6.54

2019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54,999,975,967원이 

조성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입

●  개인 54,627,301,725

●  기업, 단체 372,674,242

총 54,999,975,967

단위: 원화

지출

●  가장 필요한 곳에 (비지정 기탁) 48,523,596,668 

●  긴급구호

시리아 긴급구호 2,809,239,509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 746,327,769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25,624,230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14,577,000 

●  글로벌 쉘터 캠페인
글로벌 쉘터 캠페인 2,531,830,791 

글로벌 쉘터 캠페인_우간다 9,760,000 

●  기타 기금

SBS 희망TV 기금_케냐 223,599,000 

SBS 희망TV 기금_DR콩고 101,550,000 

나인밀리언 캠페인기금✽	 7,971,000 

MBC W기금✽✽ 5,900,000 

총 54,999,975,967 

단위: 원화

✽ 900만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2019
지역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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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유엔난민기구	부최고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클레멘츠	부최고대표는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여성	경제인	협회,	키자니아	등	주요	파트너들을	만나,	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코이카와는	

다자협력	전문가(KMCO)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월 켈리 클레멘츠 유엔난민기구 부최고대표 방한

5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한-유엔난민기구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켈리	클레멘츠	유엔난민기구	부최고대표와	권기환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전	세계	난민	문제	및	유엔난민기구의	대응,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	기여	방안,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제1차	

정책협의회	출범	이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5월 한-유엔난민기구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5월	18일,	제	4회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와	문화,	한반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화해와	치유,	
포용과	공생,	갈등과	평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5월	30일에는	'2019	
제주포럼'에	참석해	'난민	혐오차별에	대한	UN의	대응'을	주제로	연설을	하여	

난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5월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 제주포럼 참석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말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시흥점,	여주점,	
파주점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촌에	대해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난민촌으로	떠나요!'	망치	게임과	난민촌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긴급구호	

체험존	등을	마련하고,	난민의	날을	맞아	특별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방문객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5-6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캠페인 진행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제5회	

난민	영화제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I	HEAR	YOU-당신이	들려요'라는	주제로	열린	

본	영화제에는	'Resistance	is	life',	'Welcome	to	Germany',	정우성	친선대사의	

다큐멘터리	3편(안식처,	호다,	경계에서)	등	난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난민들과	

함께하는	아트	체험,	월드	카페,	오픈	마이크	세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6월 제5회 난민 영화제 공동 개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19년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였습니다.	

6월	20일,	유엔난민기구	정우성	친선대사는	'난민,	새로운	이웃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	참여해	전	세계	난민들과	함께한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2014년	네팔	방문부터	2018년	지부티와	말레이시아	방문까지	친선대사	활동을	

정리한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책자	

판매	수익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6월 서울 국제 도서전 참가

8월	26일	‘혐오	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소개하고,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	모색을	강조하였습니다.

8월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참석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결속과	존중’이라는	주제의	세션에	참석해,	난민	장인과	지역	사회적	

기업	및	전	세계	시장을	연결해	난민과	수용국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유엔난민기구의	MADE51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10월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참석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매년	20억km를	이동하는	전	세계	

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를	도모하는	다양한	'난민과	함께	걷기(2	
Billion	Kilometres	to	Safety)’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제3회	

브릿지워크서울	걷기	행사에	협력사로	참여해,	전	세계	난민을	위한	글로벌	

걷기	캠페인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매	주말에는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난민과	함께	걷기’를	주제로	자전거	

스테퍼와	룰렛을	활용한	난민의	피난	여정	체험,	긴급구호	물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11월 '난민과 함께 걷기' 행사 개최

11월	16일,	오랜	기간	꾸준히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과	함께	‘한	걸음	가까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영화	

‘가버나움’	상영,	2부에서는	예멘	사무소	한국	직원과의	만남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난민의	삶과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한 걸음 가까이' 후원자 행사 개최

유엔난민기구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코이카	다자협력전문가(KMCO),	ODA	

영프로페셔널,	유엔	전문	또는	청년봉사단	(UNV)	등	다양한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국제무대의	한국인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월 인력 파견 프로그램 운영

11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난민인정제도	및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본	심포지엄에서는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3개	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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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베네수엘라 사태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UNHCR Persons of Concern, POC)는 난민, 국내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로힝야족 무국적자  1,113,315명은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에서 난민, 난민 신청자, 기타 보호대상자 혹은 미얀마 국내실향민으로 중복 포함되어,  

아시아태평양 합계에서는 중복을 제한 숫자로 기재

단위: 명

난민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베네수엘라	사태 합계

아프리카 6,348,744 529,570 4,446,143 18,511,592 974,988 2,540,697 33,351,734

중동	및	북아프리카 2,642,756 263,586 1,077,114 11,543,014 370,519 41,166 15,938,155

아시아·태평양 4,182,325 212,396 137,489 3,170,095 2,284,461✽ 632,492 9,505,943

유럽 6,570,422 1,242,168 223 1,983,659 527,959 1,761,024 12,085,455

미주 701,652 1,902,133 31 8,295,002 4,052 1,165,309 3,582,203 15,650,382

합계 20,445,899 4,149,853 5,661,000 43,503,362 4,161,979 6,140,688 3,582,203 86,531,669

중동 및 

북아프리카

18%

아시아·태평양

11%

유럽

14%

미주

18%

아프리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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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9년

90%
유엔난민기구 전체 직원 중 90%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난민과 실향민, 무국적자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19년 난민을 돕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2/3이상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2 이상(약 68%)은 

5개국(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출신입니다.

7,950만 명
국내 실향민 4,570만 명

난민 2,600만 명

난민 신청자 420만 명

269명
2019년 유엔난민기구는 훈련을 거친 구호인력 

269명을 긴급구호 발생 지역에 파견하였습니다. 

40%
전세계 난민의 40% 이상은  

18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130개국 이상
유엔난민기구는 번화한 도시에서 

외딴 지역까지 1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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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전 세계 난민의 85%는 전체 난민의  

약 27%를 수용하고 있는 세계 최빈국을 

포함해 출신국 주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72h

72시간
유엔난민기구는 72시간 이내에 긴급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항로나 육로, 해로를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면서 

실향민 최대 60만 명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
난민 3명 중 2명은 난민촌이 아닌 곳에서 

도시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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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 기구입니다.

홈페이지 www.unhcr.or.kr  ∣  전화 02-773-7272  ∣  이메일 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논란이 되거나 없는 무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실향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 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 Mission 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