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어떻게 함께 도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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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TheMeal 2018년 여러분의 영향력

함께 우리는 전 세계 기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8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라, 세계가 변화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182
개국 1,299,667명의 커뮤니티 회원과 함께 여러분께서 기아에 맞서
싸우는 걸 도와주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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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곳에서 총 11,321,483 끼니 굶주린 사람들과 나눠
주셨죠. 이는 3초마다 한 끼 이상을 나눠 있는 것입니다.

독일
28.35%
미국
16.08%

함께, 우리는 나눔의 식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나눔의 식탁을 시작하며, 더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59명의 후원자께서 매월 정기 기부를 시작하셨고, 데이터 관리
플랫폼 SCOPE를 사용하여 실제 현지 가족과 후원자 여러분이 가상으로 결연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식탁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이야기와 개별
업데이트를 통해, 기부금으로 어떤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함께, 우리는 주위 사람도 기아에 맞서 함께
싸우도록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지 기부 활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인터넷 친구들이 기아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작년에 생성된
팀은 여전히 도전 중이며, 새로 2,849팀이 생성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커플은
하객들이 식사를 나누게 하고있고, 달리기 동호회는 기부활동 수단으로 팀을 구성
했으며, 블로거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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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도왔습니다.

전 세계 8억2천1백만 명이 굶주리고 기아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여러분이 나눠주신 끼니는 사전적 의미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유엔세계
식량계획(WFP)과 함께,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를 대비해 사람과 커뮤니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개국 이상에서 학교 급식, 원재료 형태의 식량, 전자
바우처, 현금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우리는 비상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위기가 예멘에 닥쳤을 때, 3개월간 1,250가족
에게 식량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이후에는 인도적 지원에 식량
을 의존하고 있는 가족을 계속 도우려는 두 번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폴 지역을
강타했을 때, 이러한 극한의 기후 상황의 여파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난민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8월, 분쟁이 발발하여 900,000명이 넘는 로힝야족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인 콕스 바자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끼니를 제공해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2018년 내내 쌀,
렌틸콩, 야채유 등 기본 식자재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끼니를 지원했습니
다. 또한, 전자 바우처 사용을 확대하여 난민이 스스로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고국에서의 분쟁을 피해 도망치고 있어,
아프리카에는 우간다에 가장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9,000명의 남수단 난민에게 1개월 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커뮤니티를 강화했습니다.

시리아 위기가 8년에 접어들고 있을 무렵,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취약한 상황
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제공해왔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사람 모두가
위기에 처한 레바논에서, 우리는 7,000명의 시리아와 레바논 아이들에게 1년 동
안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에서는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되어 왔고,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부닥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도우려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기존 목표를 가장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해있는 가자에 있는 1,600명의 아이에게
1년간 끼니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식사로 현물과
직접 필요한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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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리는 2018년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해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우리는 전 세계 기아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에서부터,
컴퓨터에서 현지 가족과 결연을 해주는 나눔의 식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많은 방식으로 실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활동은 기아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기아를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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