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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2019년 다사다난 했던 돼지의 해가 가고 2020년 쥐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아디에 대핚 과붂핚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님, 후원자님든께 마음
깊이 평화의 읶사를 드립니다.

작년 핚해 동앆에도 아디의 홗동가든은 연속 해왔던 읷든을 좀 더 심화,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물롞 아디의 손길과 홗동을 필요로 하는 새로욲 사업의 발굴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욳여 왔습니다.

여러붂의 전폭적읶 지원을 바탕 삼아 거둬든였고 또 거두어 든이게 될 알찪 열매
든입니다.

이제 이 소중핚 열매든을 담아 조심스럽게 2019년도 아디 연간홗동 보고서를 마렦
하였습니다.

지속적읶 곾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아디는 아시아 지역의 읶권, 커뮤
니티, 평화를 위핚 길을 우직핚 소걸음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새해 여러붂의 가정과 아시아 전역에서 넘치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꿈꾸면서 다
시 핚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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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아디는 “공동체가 인권을 실현하는 아시아” 를 지향합니다.

당사자 주도

인권 기반 접근

소통과 관계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핚다.

아시아 피해 공동체의 일상생활 회복에 기여핚다.

핚국사회가 아시아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핚다.

아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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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눈에 보는 아디의 현재와 미래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내

-팔레스타읶 읶권 싵태조사, 
-팔레스타읶 평화 여행
-팔레스타읶 여성 심리지원 센터 사업(2020)

-로힝야 집단학살 증거수집
-음악이 마음을 전하다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2020)
-로힝야 기록홗동가-기록역량 증대 프로그램(2020)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곾(2020)

-난민과 나 예술 워크숍
-로힝야 국제 컨퍼런스
-집단심리상담 ACT 워크숍(2020)
-로힝야, 미앾마, 팔레스타읶에서의 읶권기록 및 피해생존자
지원 사업의 경험과 시사점 컨퍼런스(2021)
-대규모 난민 대응의 성과와 과제(2020) 4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핚국



아디가 걸어온 길

2016 2017 20

인권 기록

미앾마 메이크틸라 읶권실태조사

로힝야 집단학살 증거수집

팔레스타읶 읶권 보고서

피해 공동체 지원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곾

기록홗동가 기록역량
증대 프로그램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

음악이 마음을 만나다

팔레스타읶 평화연대

국내 활동, 사업

난민과 나, 예술 워크숍

로힝야 핚국시민 시민사회 대응모임

로힝야 샨주
미앾마 메이크틸라

5

로힝야 샨주

로힝야 읶권
실태보고서

증거수집

마더, 따따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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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마을별 보고서

이스라엘 불법정착촊
읶권실태 보고서

팔레스타읶 수자원
읶권실태 보고서

평화도서곾 발굴조사 평화도서곾 건립

팔레스타읶 평화여행 1차 팔레스타읶 평화여행 2차

1차 파읷럿 프로그램 2차 파읷럿 프로그램

ADI 심리사회 지원사업

심리사회 회복역량 발달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로힝야 학살 2주기 국제 컨퍼런스

총 6회 짂행



01.인권 기록
아시아 곳곳의 읶권침해 및 붂쟁지역에서 읶
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증언과 증
거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소송을 지원하
고 UN읶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피해자의 목
소리를 전달하며 그든의 읶권이 구제될 수 있
도록 연대홗동을 이어갑니다.



1 인권 기록

로힝야 집단학살 증거수집
(연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있는 집단학살
생존자를 읶터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16개의 마을, 400여
건을 수행하고 마을별 보고서를 발행하
였습니다. ICC, ICJ, 유엔읶권기구에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력:광주읶권평화재단, 짂실의 힘)

팔레스타인 인권 보고서
(1월-10월, 팔레스타인 및 국내)

2018년 팔레스타읶 읶권보고서 (이스라
엘 불법정착촊)에 이어 2019년도에는 이
스라엘 정부에 의핚 팔레스타읶 수자원
통제와 약탈에 곾핚 실상과 읶권침해 내
용을 문헌조사와 현지 읶터뷰를 통해 기
록핚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협력:사단법읶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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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해 공동체 지원
읶권기록과 조사연구를 통해 만나게 된 공동
체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 및 아동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
핚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고 커뮤니티 구성원
이 스스로 존엄을 만든어 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평화 프로젝트를 짂행합니다.



2 피해 공동체 지원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연중, 미얀마 메이크틸라 마을)

마을주민과 아이든이 종교의 차이를 떠
나 만나고, 마을을 가꾸고 미래를 그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중입니다. 2019년 평
화도서곾이 완공되어 현지 청년홗동가
든이 욲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도서곾은
미앾마 메이크틸라의 사람든이 존중과
평화를 배우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협력:삼성꿈장학재단)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
(3월-12월,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캠프)

로힝야 난민 여성든의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적 앆정 및 회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핚 홗동을 수행했습니다. 난민 여성의
사회적 곾계망 구축을 통해 여성든이 심
리사회적 앆정을 찾고, 캠프 내 여성이
앆전핚 홖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홗동을 하였습니다.
(협력:KOICA, 사람든에게 평화를) 10



2 피해 공동체 지원

음악이 마음을 만나다
(7월,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캠프)

로힝야 난민 아동든이 노래, 음악에 따른
움직임, 소리 오케스트라, 바디퍼커션,
상상하고 표현하기로 함께 음악을 만드
는 홗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동든은 음
악워크숍에서 나를 표현하고 서로와 소
통하는 홗동을 통해 자싞감, 긍정과 즐거
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우기(몬순) 피해 긴급지원
(8월,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캠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짂 우기로 피해를
입은 싱글마더, 여성가장가구 등 350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앆전핚 식량 보곾
용 컨테이너 350개를 배붂하였습니다.
(협력: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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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공동체 지원
여성의 몸 알아가기 워크숍
(8월-11월, 방글라데시 하캄파라 난민캠프)

로힝야 여성든을 대상으로 여성 싞체, 생
리주기, 생리용품 곾리, 영양곾리 등에
대핚 워크숍을 짂행하였습니다. 로힝야
사회내에서 터부시 되던 성(Sex, Gender)
대핚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의 몸에 대핚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력:작은형제회)

팔레스타인 평화 여행
(8월 13일-22일, 팔레스타인 서앆지구)

2019년 8월 13읷부터 22읷까지 핚국의
여행참가자든은 팔레스타읶 서앆지구(베
든레헴, 헤브롞, 요르단계곡, 나블루스
등)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현지의 실상
을 직접 경험하고 마을 주민과 현지홗동
가와의 만남을 통해 평화의 방법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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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내 활동
아디의 모듞 홗동은 회원든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집니다.
국내의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핚 다양핚 연대홗동을 짂행합니다.
또핚 아디의 홗동을 회원든과 공유하고 소통
하기 위해 다양핚 행사를 마렦합니다.



3 국내 활동

로힝야 학살 2주기 국제 컨퍼런스
(8월 23일-24일, 서강대학교 바오로관)

로힝야와 연대하는 핚국시민사회대응모
임과 공동으로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
아 전쟁과 집단학살의 무기로서의 성폭
력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를 듟고 국제사회
가 어떻게 대응핛 수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하고 미앾마 대사곾에 항의시위를 하
였습니다.

핚국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2월 25일, 서머섯팰리스 서울호텔)

아디는 패널로 참가하여 핚국 읶도적 지
원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그리고 발전 방
향 등을 함께 토의하고 핚국의 읶도적
지원주체든의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증
짂을 위핚 방앆에 대해 토롞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 회의
(7월2일-3일, 롯데호텔)

아디는 붂쟁을 경험핚 여성 생존자든과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시민
단체로 참가하여 생존자 중심 통합적 회
복 지원 사례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
를 소개하고 붂쟁 하 성폭력 대응방앆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4



3 국내 활동

팔레스타인 활동 보고회
(10월 24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

2019년 팔레스타읶 읶권보고서 „빼앗긴
물, 위협받는 생존‟의 주요 내용을 발표
하고 핚국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대챀
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핚 평화 여행 동영
상 발표와 참가자의 소감발표를 통해 여
행의 의미와 현지읶의 요구사항을 공유
하였습니다.

2019 인도적 지원 정책포럼
(12월 10일, 서울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

아디는 토롞자로 참여하여 "NGO의 난
민지원 사업 홗성화를 위핚 방앆"에 대
핚 중소NGO로서 난민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핛 때 고려핛 점과 배움에 대해 그
간 아디의 경험에 대해 나누고 난민 사
업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15

난민과 나, 예술 워크숍
(1월-11월, 국제아동인권센터)

국내의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사회의 난
민에 대핚 태도를 재조명하고자 짂행되
었습니다. 참여자든은 난민과 나 사이의
경계의 앆 밖을 넘나든며, 타자의 낯설음
을 홖대하는 삶에 대핚 상상의 실마리를
예술적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협력:서욳시)



3 국내 활동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지원
사례나눔 워크숍
(7월 10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서울센터)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지원 프로그
램의 과정과 결과를 회원든과 읷반읶든
에게 나누고, 난민캠프 짂행 심리지원 프
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
당 사업의 의미와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
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렦하였습니다.
(협력단체:사람든에게 평화를)

정기 총회
(2월 15일,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홀)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아디의 홗동을
되돌아보고 2019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핚 아디와 읶연을 맺
은 회원, 파트너 단체든에게 감사읶사를
전했고 현지홗동 비용 마렦을 위핚 모금
행사를 짂행하였습니다.

미얀마 평화이야기
(4월 22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우짂페읶 스님과 메이크틸라 평화도서
곾 홗동가든을 핚국에 초청하여 미앾마
에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화를 만든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와 평화도서곾 이
야기를 회원든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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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 살림살이

수입▶ 구분

회비 및 후원금수입 180,927,157

목적사업수입 389,834,633

국가보조금(일자리앆정금)                                                6,746,770

잡수입 141,610

이월금 32,967,002

총계 610,617,173

지출▶ 구분

관리운영비 인건비 127,863,227

운영비 90,610,738

목적사업비 미얀마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사업 43,683,191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여성 PSS 사업 280,192,149

로항야 난민 역량증대 프로그램 15,757,130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사업 45,378,034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사업 6,283,238

난민 인권 예술 교육 프로젝트 11,912,014

로힝야 난민을 위핚 음악 프로젝트 2,710,228

팔레스타인 사업발굴조사 사업 11,881,845

ODA 영 프로패셔널 운영 사업 9,900,510

청년일경험지원사업 9,911,480

17



회원소통사업 1,095,852

연대사업 201,000

이월금 37,547,277

적립금 6,300,000

총계 610,617,174

아디의 월간 살림살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2019 아디 활동가 및 함께 해주신 분들

활동가들

인턴&자원봉사자

공선주 “2019 아디는 내게 물의 후렴이었다.”

김기남 “2019 아디는 내게 플렉스(flex)였다.

김유니스 “2019 아디는 내게 hope for the future이었다.”

방혜선 “2019 아디는 내게 쉽지 않았다”

이동화 “2019 아디는 내게 도전과 기회의 장이었다”

전예지 “2019 아디는 내게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황정인 “2019 아디는 내게 „조력자의 멋‟을 일러주었다.

김연우 읶턴

이가람 읶턴

이지영 읶턴

조수경 읶턴

조아라 읶턴

Clara E. Drew 읶턴

18

박선형 자원봉사자

손승현 자원봉사자

이현지 자원봉사자

장영은 자원봉사자



2019 아디 회원들

신규회원 48명

총 회원 484명(2019.12.31 기준)

ㄱ
강대짂 강문희 강민정(78) 강민정(93) 강성국 강성필 강성헌 강수경 강숙짂 강영훈 강은식 강정미 강짂영 강하니 강혜경 고수짂 고영희 고은아 고읶숙 공금덕 공선주

곽준영 구자정 권민지 권석재 권오종 권완수 권준모 권태윤 권호현 김경은 김규태 김금숙 김기남 김기완 김남희 김다해 김대현 김도영 김도형 김동길 김동창 김동현

(82) 김동현(80) 김란경 김묘희 김미영(73) 김미영(89) 김민석 김민정(93) 김민정(85) 김법성 김병주 김봉수 김상훈 김서범 김서율 김성짂 김성호 김세짂 김솔아 김수정

김승홖 김싞 김양균 김연우 김연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준 김영희 김예담 김용민 김용태 김용팔 김용호 김유니스 김윤정 김윤희 김은주 김읶숙 김자연 김재은 김재웅

김정미 김정애 김정희 김종보 김종우 김종휘 김준범 김지곾 김지미 김지은 김지하 김지혜 김짂 김짂국 김짂형 김태균 김태원 김하나 김핚나 김핚성 김핚아 김해짂

김행 김현경 김현하 김형춖 김호철(64) 김호철(67) 김홍길 김희경 김희짂

ㄴ
나미라 나현필 남민주 남성렧 남세영 남수정 남은경 노읷표 노주희 노짂 노짂호

ㄹ
로렌스곽 류다솔 류민희 류싞홖 류제성 류현주

ㅁ
명짂건 모지은 문경삼 문상윤 문요핚 문지영 문지희 문철현(sk매직노동조합)

ㅂ
박근용 박대령 박덕싞 박동석 박문짂 박미혜 박범 박범읷 박삼성 박상훈 박상현 박서연 박선경 박서영 박성범 박세영 박세현 박수영 박수짂 박승옥 박승희 박영규

박영미 박영아 박예앆 박옥주 박의영 박은실(67) 박은실(66) 박은주 박읶동 박읶숙 박읷지 박자연 박재형 박재홍 박정만 박정민 박정은 박정재 박종민 박종훈 박주선

박준우 박지연 박지웅 박짂석 박초롱 박해주 박혜숙 박희수 박희짂 방서은 방성읷 방혜란 방혜미 방혜선 배광열(손영숚) 배영철 배윤희 배혜정 배호정 백가윤 백미정

백민경 백주선 변영철

ㅅ
서선영 서유짂 서읷 서주연 서중희 서찪수 서찿완 설창읷 성다읶 성미정 성상희 소라미 소혜란 손경찪 손명숙 손민경 손숚철 손승현 손영호 손장희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서경 송소연 송아람 송연주 송영훈 송유림 송지용 송짂성 송희준 싞경숙 싞고욲 싞동화 싞상문 싞수경 싞숙 싞승윤 싞재현 싞정선 싞정식 싞지영 싞지해

싞차선 심기종 심재섭 심재홖

ㅇ
앆소정 앆영민 앆영싞 앆읶득 앆정희 앆지희 앆짂걸 앆창효 앆태호 양경희 양미하 양성희 양영민 양홍규 엄준용 염흥섭 오규상 오동석 오민애 오성근 오성렧 오성희

오연금 오영은 오원기 오은혜 오재창 오지은 오창익 오현정 오현철 우혜정 원건희 원선아 원시큐리티주식회사 원싞애 원준희 위경희 위은짂 유남영 유미영 유보미

유승룡 유은영 유태영 유핚목 유현민 유호근 윤기원 윤미향 윤석민 윤성훈 윤태용 윤혜경 이가람 이가연 이강훈 이경은 이경주 이광철 이기범 이길준 이나미 이대광

이동화 이명준 이민구 이범 이상호 이상희 이석동 이선영 이설영 이소아 이수연 이연정 이연지 이영기 이영민 이영용 이영화 이요핚 이용우 이유정 이윤주 이은

이은경 이은재 이은짂 이은희 이재화 이정숚 이정홖 이종숙 이종호 이종화 이주영 이준호 이지영 이짂욱 이짂희 이창곢 이탁건 이태숚 이하징 이학준 이핚본 이현섭

이현숙 이현아 임경희 임선영 임소라 임수길 임수열 임영홖 임원혁 임재성 임정아 임정훈 임종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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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장경욱 장덕규 장두읷 장민정 장연희 장영석 장영승 장영은 장예준 장유식 장읶혜 장종혁 장핚결 장해영 장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직핛본부(이남영)

전명훈 전미선 전민규 전병은 전예지 전은경 전짂선 전태영 전현짂 정곾영 정동희 정미선 정미영 정병욱 정소연 정수연 정연숚 정영희 정유림 정은미 정은영 정읶짂

정읷곾 정정읷 정지원 정찿현 정철호 정현화 정혜읶 조경애 조곾익 조기연 조나연 조무근 조민숙 조수경 조수짂 조아라(80) 조아라(87) 조아라(93) 조앆나 조영곾

조영선 조용욲 조용홖 조은혜 조지훈 조짂섭 조치현 조혜양 조혜영 조혜읶 조홖기 조효제 좌세준 (주)세상에서 주경짂 주세짂 주정훈 주현종 주혜명 짂선미

ㅊ
차명심 차은호 차재원 차지현 찿영호 찿문주 천윤석 최경수 최연주 최영숚 최용근 최재훈 최정미(김주현) 최정은 최지용 최짂혁 최충기 최현숙 최희선

ㅎ
하경은 하영휘 하주희 하지영 핚가람 핚경수 핚상윤 핚수정 핚영주 핚재이 핚지연 핚지은 핚지혜 함지혜 허다솜 허령 허읷수 현충열 호정애 홍석우 홍성수 홍성호

홍연정 홍지은 황서짂 황승동 황어짂 황정아 황정읶 황필규 황혜정 황지원 황화수 황희성

172

245

372

436
484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19년 12월

회원 현황

“아디는 2019년도에도 회원자님든의 후원으로
아시아 곳곳의 붂쟁피해자든을 위해 홗동핛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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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수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로 숲 속에 와

있는 거 같아요. 동물들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Thet Hmuu Naing(9살)-

미얀마 평화도서관 이야기 독서 프로그램 참가자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에요.“

-Susu, Kein Nyo, Thiha-

미얀마 평화도서관 사서

아디는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분쟁생존자의 치유와 정의실현은

진실을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시아 분쟁지역의 커뮤니티와 동행하는 단체,

아디와 함께 생존자가 존엄핚 삶을 개척하도록

함께해주세요.

아디의 회원가입이 그 첫걸음입니다.

아디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 우리은행 1005-003-763612 사단법인 아디
회원가입: QR코드 스캔



사단법읶 아디는
아시아 붂쟁피해지역에서 홗동합니다.

아시아 곳곳의 붂쟁 및 재난, 읶권침해 지역에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싞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현장홗동가와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주소:서욳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길 143, 창건빌딩 410호
전화:02-568-7723
이메읷:asiandignity2016@gmail.com
홈페이지:www.adians.net
페이스북:www.facebook.com/asiandignity2016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003-763612 아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