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없는 세상” 

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가 전세계와 함께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현재 전세계에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기아 인구

가 7억 9천 5백만명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식탁에 올리지 못하

고 버려지는 전세계 식량의 총량으로 20억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지역 개발, 영양, 사회 구조, 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

의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즉 제로헝거 (Zero Hunger)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10월 16일은 전세계에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

두의 관심을 집중하고 서로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세계 식량의 

날 (World Food Day)입니다. 이 날을 위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제로헝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래요? 

 

제로헝거 (Zero Hunger)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 

2015년 9월, 새천년 발전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종결 후 수립된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

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서 제로 헝거

는 그 두 번째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로 헝거는 2030년까

지 '기아 인구=0'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FP는 기아 

퇴치를 위한 UN의 최전방 기관으로서 범 UN 캠페인인 제로헝

거 챌린지를 선도합니다. 제로헝거는 2012년 반기문 UN 사무

총장이 발표한 제로헝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 

ZHL) 캠페인에서 발전된 것으로 우리 세대에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로 헝거, 즉 기아 퇴

치는 WFP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세계식량계획(WFP)는 기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인도

적 지원 기관으로 기아와 빈곤의 최전방에서 매년 80여개국에

서 약 8천만명을 돕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긴급 구호시, 유엔의 긴급구

호 클러스터에 식량안보, 물류, 정보통신 분야의 리더로 긴급구

호시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필요 기관 및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영양을 공급하여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치유하고 학

교 급식사업을 통해 극빈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취로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성취해 기아없는 

세상, 제로헝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 (10월 16일) 참여 이벤트 
제로헝거 (Zero Hunger)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World Food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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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제로헝거 (Zero Hunger)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1. 그림을 그려 제로헝거에 동참하고 싶어요! 

다음장의 그림 파일에 그림을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적어

서 wfp.korea@wfp.org  이메일로 이미지 파일을 11월 16일 

(30일 뒤) 까지 보내주세요.  

* 학교 메일 (ac.kr), 기관 메일 (or.kr) 주소 혹은 파일이 6메가 이상일 

경우 수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내실 때 꼭 확인해주세요. 

 

2. 교내에서 이번 제로헝거 그림 그리기 행사를 직접 

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경우 학내에서 스스로 제로헝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

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이면 모두가 함께 제로헝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답니다. 

1. WFP 한국사무소에 행사 진행 의사 전달 

2.  10월 중 행사 진행 

3.  행사 종료 후 그림, 행사 사진등의 자료 WFP 한국사무소 이

메일 로 이미지 파일, 행사 사진을 11월 16일 (30일 뒤) 까지 

보내주세요. 

* 학교 메일 (ac.kr), 기관 메일 (or.kr) 주소 혹은 파일이 6메가 이상일 

경우 수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내실 때 꼭 확인해주세요. 

 

행사 기획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wfp.korea@wfp.org 로 이

메일을 보내주세요.  

 

3. WFP 관련 정보 

WFP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더욱 자

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ko.wfp.org 

 페이스북 WFP 한국어 공식 페이지 

http://www.facebook.com/WFPKorea/ 

 네이버 블로그 WFP 한국어 공식 페이지 

http://blog.naver.com/wfpkorea 

 

 4. 기타 문의 사항 

기타 문의도  wfp.korea@wfp.org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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