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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코팜므대표미야입니다.

오늘날까지에코팜므와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0년은펜데믹으로인해어려운한해였습니다. 사람들이모이지못하고, 서로간의접촉에

많은제한이생겼지요. 모두에게어려운상황이었고, 에코팜므뿐만아니라저희가만나본많은

이주여성과난민들에게도예외는아니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이보내주신다양한형태의지지, 응원덕분에저희도여러활동들을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에코팜므를향한여러분의소중한응원들과, 매번보여주셨던신뢰가저희의마음에

깊은감동을주었답니다. 열악한상황의이주가정들을지원하고,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진행할

수있었음은다여러분덕분입니다.

지금우리모두가겪고있는이싸움의끝은아직요원해보이지만, 그래도미래에는여러멋지고

놀라운일들이있을거라고믿습니다. 앞으로의도전들도잘이겨낼수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연대를부탁드립니다.

함께라면, 이겨낼수있습니다.

마음담아

미야드림 (뮤리엘은돌로숨부)



Hello

I am Miyah, EcoFemme’s representative.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supported EcoFemme to this day.

2020 was not an easy year because of the pandemic. Meetings have been banned and contact with

others limited. This has been difficult for everyone as well as for EcoFemme as we meet many

immigrant women, especially refugees.

You have supported and encouraged us during the various actions we have taken. Your support

goes straight to our hearts and we thank you for the trust you show us every day. Thanks to you, we

have been able to support families in difficulty and run an education program.

The battle is still long, but we believe the future will have many good surprises for us. We therefore

count on your solidarity to win the challenges that will come before us.

Together we will win.

Sincerely yours,

Miyah (Muriel Ndolo Sumbu)



코로나19 긴급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생필품지원

월세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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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코로나초기내국인외국인할것없이마스크구하기가

무척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스텝들이가정들에연락을

하여필요를살피고, 마스크와보건용품등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코로나상황이심각해짐에따라마스크를

기부받아 2차지원을하였습니다.

2020.03 월, 12월

1차: 마스크와손소독제, 알콜스왑등의보건용품지원

2차: 마스크지원

2차지원협력: 안성동부푸드뱅크

01
마스크, 손소독제지원



갑작스러운코로나상황으로닥친경제적어려움이

있음을알게되었습니다 . 각 가정에직접연락해서

자녀들의간식부터어머니의비타민까지

가족구성원들의필요를살펴물품을지원했습니다.

이후생리대를기부받아필요한가정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수량이아주많지는않아, 

꼭 필요한가정들을선정해배송하였습니다.

2020.04월

10가정지원

1차식료품지원

2차생필품지원 (협력: 용산나눔의집)

3차 여성용품지원 (2가정)

생필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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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코로나19가장기화되며아르바이트등을구하기더욱

어려워지고, 많은가정들이월세나수도/전기/가스비

등을밀리게되었습니다. 병원을다녀야하는상황에서, 

병원비를낼수없어어려움을겪는가정도있었습니다.

에코팜므는 SNS 등을통해일반대중들을대상으로

긴급지원비모금을시작했습니다. 밀린월세와공과금

등에대해전달받고각가정의필요에맞추어

지원하였습니다.

2020. 04

3/24 – 4/5 SNS 통한캠페인

8,165,000원 모금

11가정지원

월세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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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이주여성지원

반찬지원

장학금지원

긴급생계비지원

가정방문

싱글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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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6가정에반찬을

보내주는사업을해오고있습니다.

올해에도변함없이진행되었습니다.

2020.03-12

협력: 금성교회

반찬지원

02

두가정의자녀들을선정해장학기금을

신청하고, 아이들의학업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020.07- 2021.06

대상아동: 고 3, 초 3

장학금: 매달 20만원

협력: 동천

장학금지원

01

이전에지원받지않은가정들의

수요조사를하고, 3가정의

생계비지원기금을전달했습니다.

2020.04-05

협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긴급생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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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지원



04
가정방문

코로나가잠시꺾였을무렵안산/시흥에위치한

난민여성들의가정에방문했습니다. 

각 가정이생활하는주거공간을직접확인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인한일상의변화나어려움에

대해들어보는시간을가졌습니다. 

2020. 06

코로나19긴급지원

이주여성 2인을선정해지원사각지대에있는가정을

지원하고있습니다.

2020.10- 2021.11

협력: SVPS

싱글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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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아트스쿨

첫번째온라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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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수업은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수업을할수있을지상황을살피며

고민하다, Zoom 과 유튜브를통해온라인으로수업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미술재료들을각가정으로배송하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하는등, 수업이안정되기까지많은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에서다양한언어가사용되다보니

내용전달의어려움또한있었습니다.

한편사는지역에상관없이수업에참여할수있고,

편한시간에언제든복습할수있기에참가자들이무척

즐거워한수업이되었습니다.

온라인모자이크아트스쿨

01

모자이크아트스쿨



2020.09 – 2020.10

참가자: 7명 (콩고, 나이지리아,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출신)

주제 : 환대

재료: 수채, 목탄, 오일파스텔, 자연물, 먹, 실 등

8주수업

* 마지막수업은그룹별로나누어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모자이크아트스쿨

모자이크아트스쿨



3차 유행에따라연말의상황도나아지지않아

오프라인전시가불가능하다는판단, 작품들을모아

온라인전시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처음시도되는것이다보니, 온라인

인터페이스구축의어려움으로 2021. 4월에야

오픈할수있었습니다.

현재에코팜므홈페이지에서관람하실수있습니다.

활동가: 영주 (가상갤러리설계)

*왼쪽사진은전시준비작업과정을찍은사진입니다. 현재갤러리

모습과차이가있습니다.

온라인모자이크아트스쿨

모자이크아트스쿨



교육사업

캠페인

넘나쉬운난민이야기

Far but Close Refugees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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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오프라인으로진행되었던난민인식개선

강의또한온라인으로전환하여진행하였습니다.

‘넘나쉬운난민이야기’는 난민에대한기본정보, 

코로나19 상황과난민, 모자이크아트스쿨이야기를

추가하였고, 이주민/난민통역이야기(외부강사섭외),

그리고난민/이주여성의발언을들어보는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11

4주 진행

넘나쉬운난민이야기

01

넘나쉬운난민이야기



에코팜므는매해세계난민의날마다난민인식개선

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Far but close 캠페인은 2020년 난민영화제

주제였던 Beyond Distancing과도맥락을같이하고

있습니다. 비록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타인이

막연하게낯설고멀게느껴지기는하지만, 우리와

더불어살고있는난민을기억하자는의미를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그동안제작해왔던금속뱃지대신

스티커를제작했고, ‘스티커나누미’를 모집하여여러

사람들에게두루배포되도록하였습니다.

Far but Close Refugees 캠페인

02

Far but close 캠페인



난민여성영상제작

03

활동가다나, 앙리와함께난민모녀의삶과

에코팜므의활동을함께담아내는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마지막날에는그녀들의본국문화를소개하는

티파티, 작품설명회를가졌고, 저녁에는음식을

나누어먹으며아프리카음악과시를즐기는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소규모로진행)

해당영상은편집이완료되어, 2022년 난민영화제

출품을예상하고있습니다.

2020. 7-10월

난민여성영상제작



이주여성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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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은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서

불안정함을느끼거나, 경제적어려움과펜데믹으로

인한불안, 또는본국가족들의안전의위협등의

상황에서심리적지원이필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상황으로가정들의상황을모니터링

하던중전문적인상담지원의필요를발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4주- 8주

단기위기상담 (활동가: 다이만)

의료비지원

상담지원

01

상담지원



이벤트

친척을찾습니다

크리스마스의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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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코로나상황에서난민가정들의어려움을

조금이라도해소하고자일시적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추석과크리스마스라는특별한시기를

활용하여한국가정과난민가정을연결하여생필품

등을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친척을찾습니다- 10가정

크리스마스의기적- 21가정

친척을찾습니다 / 크리스마스의기적

01

이벤트



살림살이

2020 결산

202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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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전기이월금 1,496,794 분배사업비 12,891,100 

판매수입 444,000 운영비 55,378,200 

강의료수입 240,000 대외협력 2,914,350

후원금수입 99,040,242 교육사업 3,343,120 

기타 184,485 판매사업 739,200 

기타 2,025,000

자산 870,000 

차기이월금 23,244,551

수입합계 101,405,521 지출합계 101,405,521 

2020년코로나상황에서외부활동이전면중지됨에따라

판매와강의수입이많이줄었습니다.

그럼에도코로나19로인한긴급후원으로인해일시적으로

비정기후원금이늘었습니다.(38,421,277원)

코로나긴급지원으로분배사업비도증가하였습니다.

판매사업과자산부분은에코팜므 10주년기념책자발간에

따라지출된내역입니다.

기타지출은단기차입상환에따른내역입니다.

2020년계정과목을새롭게정리함에따라이전에보셨던

항목들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살림살이_2020 결산



수입 지출

판매수입 2,000,000 분배사업비 10,000,000 

강의료수입 1,000,000 운영비 40,000,000 

후원금수입 60,000,000 대외협력 5,500,000

교육사업 5,500,000

판매사업 1,000,000

예비비 1,000,000

수입합계 63,000,000 지출합계 63,000,000

2021년여전히코로나 19상황이이어짐에따라사업진행이

어렵다는판단으로평년과다른예산을짜게되었습니다.

2021년 5월현재까지긴급모금은하지않았지만, 하반기

가정들의필요를살피고진행할수도있습니다.

2020년상반기에는교육사업을진행할수없었으나,

2021년에는두번의아트스쿨을준비, 진행중에있습니다.

2020년에는긴급지원등으로상품을제작하지못했지만,

2021년에는새로운상품기획을시도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상황을생각하여최소한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살림살이_2021 예산



2020년 에코팜므는

코로나긴급지원을포함한

다양한사업을통해

21가정을지원하였습니다.

21가정

숫자로돌아보는 2020

69명 66작품
상반기특별작품과하반기

모자이크아트스쿨을통해

작품을그리고, 66개의작품을

그리고 전시하였습니다.

친척을찾습니다,

크리스마스의기적을통해

총 50그룹 (한국가정)이

이주민가정과

연결되었습니다.

50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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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아트스쿨

온라인전시와
도슨트프로그램

아동교육: 모국어교육

아동교육: 음악수업

난민인식개선캠페인

넘나쉬운난민이야기

연말전시 코로나상황이좋아진다면오프라인전시시도

첫번째 온라인 전시 오픈과 온라인 도슨트 프로그램 : 참여도를 본 후 프로그램

횟수를늘려갈예정

봄, 가을 2 학기 운영. 봄에는 미술 기초를 다지는 수업으로 꾸리고, 가을에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 고국의 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함

서울여대 불어과와 협력하여, 난민아동들 대상으로 한 불어, 자문화 수업을 진행 예정

(5-6월)

난민아동들대상으로한리코더수업과공연 (7월)

세계 난민의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이해,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의 현실 등에 관심을

가질수있도록하는캠페인진행

난민이 누구이고 고국을 떠나게 된 상황과 현실에 대해 대중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강의 (하반기예정)

01

02

03

04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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