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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께
2015년 한 해가 지나고, 플랜코리아의 일 년 활동을
후원자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도 플랜코리아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지구촌 곳곳의
플랜 소식과 플랜코리아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후원자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5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인의 약속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기한이 종료되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떠올랐습니다.
플랜은 더욱 열심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은 플랜코리아 활동의 원동력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시고,
2016년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플랜코리아 회장 노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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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플랜 2015

PLAN KOREA
아동결연 후원

1,400,000 명

식수위생분야

아동결연후원

여년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70 85,280
개국

커뮤니티에서 활동

개의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받은 어린이

37,054

명

프로젝트 후원

명

80

플랜코리아

715,577

명에게

교육과 훈련 제공

39,748

개의

51개

식수시설

45개

화장실

9,628명

식수위생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

교육분야

10개

ECCD 센터
(영유아 보호 및 개발)

4개

초등학교

2개

세이프 스쿨

747명

세이프 스쿨 교육을
받은 학생과 교사

196명

세이프 스쿨
위원회 회원

630회

세이프 스쿨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3개

직업교육학교

430명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

정부, 민간단체와 협력

5,295

통

후원자가 후원아동에게 쓴 편지

12,437

통

후원아동이 후원자에게 쓴 편지

301 , 18,112
명

시간

플랜코리아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플랜코리아는 영국에 본부를 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입니다.

06

PLAN KOREA 2015 ANNUAL REPORT

플랜의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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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플랜의 10대 뉴스

PLAN news top10
01

05

06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세계교육포럼에서
여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다

시리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보호받을 권리 지지

플랜, 첼시FC와 파트너십 구축

2015년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 전 세계 교육 분야의 대
표들이 모여, 2030년까지 모든 이들을 위
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권리
보장을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플
랜은 차별과 억압, 폭력에 노출된 전 세
계 여자아이들의 실태를 보고했으며, 안
전한 학교를 위한 환경 개선과 여아의 교
육 받을 권리 옹호 및 지원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플랜은 이집트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 아
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아동 보호
및 심리적 지원을, 시리아에서는 아동 친
화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반
마련과 심리치료, 식량, 의약품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는 보건 서비스, 심리ㆍ사회적 지원과 성
폭력 근절 활동을 진행하고, 독일에서도
난민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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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자아이의 날 기념,
국제적 캠페인 활동

과테말라,
더 이상의 조혼은 없다

시에라리온, 에볼라 종식을
선언하다

2015년 세계 여자아이의 날의 테마인 ‘
십대 여자아이들의 힘: 2030년을 향한
비전’은 여자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기념일 주간에 플랜은 세계 명소들을 핑
크빛으로 물들이고, 뉴욕에서는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여아의 잠재력 개발
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세
계 여자아이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안타
까운 현실을 반영한 실태 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11월 5일 과테말라 국회는 혼인 가능 연
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
켜, 플랜의 지난 3년간의 옹호활동이 결
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이전 혼
인 가능 연령은 여아 14세, 남아 16세로,
2009년과 2013년 사이 8만 명 이상의 여
아들이 조혼을 했습니다. 개정법은 성폭
력, 청소년 임신, 인신매매, 신체적ㆍ정신
적 폭력으로부터 여아들을 보호할 것입
니다.

3,955명의 사상자를 낸 에볼라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11월 7일, 시에라리온은 에
볼라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플
랜은 지역사회와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법 교육과 구호 활동, 의료기기와 학
교 위생시설 개선 및 심리ㆍ사회적 치료
를 진행해왔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상황
이 회복기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플랜은
아동보호 및 양질의 교육에 집중하고 국
가적 보건체계 및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에볼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193개 유엔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플랜의 집
중적인 옹호활동의 결실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변화의 주체’로 인정 받았으며, 조
혼 근절,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성 건강과 모자보건, 폭력 근절 보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의제로 포함되었습니다. 플랜은 개발의제의 국가 이행 활동에 집중하여 본 목표
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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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의 소녀 대표단,
세계 여성 리더들을 만나다

네팔 지진 그 후,
교육 환경 개선하기

아동출생등록 캠페인 10주년

여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아 참여를 장
려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플랜의 청소년
대표인 필리핀의 16세 소녀 너파하다는
9월, 뉴욕에서 미국 영부인 미쉘 오바마
가 자리한 10대 여아 교육의 중요성을 논
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케냐의 영
부인은 플랜케냐와 함께한 회의에서 여
아 권리옹호 활동을 대변할 것을 약속했
으며, 파키스탄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
이 여아 권리옹호 행사에 참석하여 여아
의 삶에 미치는 교육의 힘에 대해 연설했
습니다. 2016년, 전 세계의 여아들은 그
들 권리에 대한 논의를 그 어느 때보다 활
발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4월 25일 네팔에서는 7.8도의 강진과 여
러 차례 여진으로 9천여 명이 사망하고
8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백만 명
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
다. 플랜은 임시 대피소와 비상 식량, 식
수는 물론, 임시 교육센터와 안전한 장소
를 즉각 마련하여, 6개월 동안 106,739명
의 아이들을 포함해 약 255,120명의 주
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피해 아동
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아동출생등록 캠페인
‘Count Every Child’가 10주년을 맞았습
니다. 플랜의 활동으로 전 세계 4천만 명
의 어린이들의 출생등록과, 10개국의 관
련 법률 개정을 이끌어 1억 4천 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
인 출생등록을 위해 ‘시민등록과 인구통
계 시스템’과 ‘디지털 출생등록 시스템’ 구
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첼시FC와 2015년 9월 16일 글
로벌 파트너십을 맺어 축구를 통한 아이
들의 잠재력 개발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
습니다. 플랜과 첼시FC는 ‘콜롬비아 변
화의 주역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 축구를 통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
들 모두에게 평등, 존중, 관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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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LAN

about PLAN

플랜은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1953년부터 1979년까지 양친회 (Foster Parents Plan)
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고
통받은 65만 명의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활동
을 펼쳤습니다.
1996년 플랜코리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
는 나라로 돌아와 오래전 받은 사랑을 전 세계 어린이
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플랜의 중심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플랜은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중심의 지역개
발사업(CCCD: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권리 보장과 참여
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기량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플랜의 아동결연후원

플랜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
에 대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일대일 결연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후원합니다.

아동결연후원
프로그램
재난위기대응

영유아 보호 및 개발

교육

아동참여

생계지원

아동보호

식수 및 위생

성 건강과
모성보호

플랜은 80여 년간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의 권리 신장과 잠재력 실현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어린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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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2015년 활동

PLAN 2015

영유아
보호 및 개발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건강한 삶의 시작

재난위기대응

Healthy start in life

Emergencies

“영유아 교육 모임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인해 저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아이들의

“우리는 지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의 상황 훈련을 통해 지진에 대비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아도 그저

네팔 대지진 발생 당시 우리는 현지에서

가만히 앉아 아이들에게 소리만 지르고 안전을

교육받은 35명의 직원을 즉시 파견했습니다.

도외시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플랜의 재난 구호 시스템을 통한 지역과의

- 에이 퓨, 미얀마 라카인 주의 플랜
영유아 교육 모임 참가자

신속한 협력과 빠른 물자 보급으로 지진 발생
8주 만에 8,6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마티아스 브리네선, 플랜네팔 대표

세이프 스쿨
긴급 재난 발생 당시ㆍ이전ㆍ
이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 보장

1억 4천 5백만 유로
(1,932억 5,165만원)

51개
실시된 재난 대응
프로그램

Safe Schools
재난 대응 프로그램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은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조기 경보, 대피 및 안전 조치 교육
을 실시하여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아버지의 영유아 보호 및 개발 참여
건강하게 삶을
시작할 권리 보장

1억 1천 8백만 유로
(1,572억 6,686만원)

Engaging men in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아버지 역할 이해하기

출산 전후에 아버지의 도움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을 감소시키며 경제적 안전과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협력

아버지들과의 협력

플랜홍콩과 프루덴셜 아시아 법인(Prudential Corporation Asia)의 프루던스 재단(Prudence Foundation)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안전한 학교 환경
을 조성하고 아이들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프루던스 재단 이사 마르크 팬시는 “우리는 정부와 인도주의 기관, 민간 분야가 함께
협력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초,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플랜캐나다는 볼리비아 26개 지역에서 아버지 교
육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워크숍과 그룹 모임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권장
하고 출산 준비를 도우며 출산과 그 이후의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
해 교육했습니다.

255,774명
훈련에 참가한 보건 분야
전문가 및 봉사자

어린이에게 미치는 변화
변화의 주역인 아이들

16,765명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의 에볼라 대응 훈련 참가자

재난 복구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늘 아이들이 있습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
아에서는 연극이나 발표를 통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루던스 재단과 협력하여 7,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행동 지침
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플랜은 전 세계 총 33개국 622,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
난 대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760개
신축 또는 개선된 보건 시설 및
영유아 보호 시설

플랜은 볼리비아에 160개 이상의 아동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살 아나는 “이 프로젝트는 부모님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부모님은
저의 건강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버지는 저와 함께 놀아주고, 옷도 갈아
입혀 주고, 집에서 어머니를 돕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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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동참여

Education

Child Participation

“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참여

그런데 이곳에 오니 너무 좋아요.

13

Participation as a citizen

학교에 있을 때는 전쟁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친구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출생등록의 권리가

사귈 수 있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정부의 도움이

배울 수도 있어 학교가 정말 좋아요.”

필요할 때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출생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들에게

- 나스토우, 13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난민촌의 플랜 임시 교육 센터에 등록

‘출생 45일 이내에 꼭 출생등록을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출생등록증은 마치 친구처럼
어린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 라칸, 14세, 방글라데시, 플랜의 출생등록과
조혼 철폐를 지지하는 어린이 모임에서 활동

아동 친화 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9천 9백만 유로

(1,319억 4,423만원)

112,489명
훈련에 참가한
교육 분야 관계자

Child-Friendly schools
교육 혁신

플랜은 캄보디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 출석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
습니다. 플랜의 혁신적인 학교 모니터링 툴(School Monitoring Tool)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위생을 비롯하여 수업의 질, 장학금 수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의 파트너십

플랜영국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교육부와 협력하여 총 48개 학교에 아
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지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6천 3백만 유로

(836억 7,408만 원)

전 세계 발전에 청소년의 역할 쟁취
플랜의 청소년들과 파트너와 함께 진행한 옹호
활동의 결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최종성
명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변화의 핵심적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차별 해소를 위한 연합

플랜은 토고의 장애 아동들이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플랜의 지역 기반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되며, 파트너 NGO들과 토고 정부가 함께 협력합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모임

32개 지역의 아동과 부모의 모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
접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를 가진 여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 주체’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은 협

2,390개
신축 또는 재건축된
학교

학교에서의 더 나은 삶

력 주체로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해 정부와 협

학생 위원회장인 찬 락사르는 위생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밝히며, “열악
한 학교 위생 환경으로 학생들은 식중독에 걸려 집으로 조퇴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들과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토론했고, 학교의 환경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분의 2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록률이 증가했고, 중학교의 절반은 중도에 학업을 포
기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하고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플랜의 프로그램은 3,500명이 넘는 장애 아동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7살의 리차
라는 어린 시절 뇌수막염 감염으로 인해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리차라의 고모
는 “리차라는 매우 부끄러움이 많고 외로운 아이였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플
랜의 지원을 통해 리차라는 4년간 미용 교육을 받고 현재 자신의 미용실 개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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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아동 보호

Economic Security

Child Protection

“저는 18살까지 후원을 받았고,

“저는 모든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플랜의 장학금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본인이 선택한 사람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랜이 직업 훈련 과정을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혼과 학대로

조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업

인해 고통받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제과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혼 피해자를 발견할 때에는 우선 플랜의

이 수익으로 앞으로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아동 보호 자문위원에 내용을 전달한 다음

가족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보고합니다.

특히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되었습니다.”

행동해야만 합니다.”

- 루첼리, 엘 살바도르

- 마이무나, 15세, 기니비사우, 조혼 반대 운동가,
플랜의 ‘소녀들이 만드는 미디어 프로젝트’ 활동가

생계지원에 대한
권리 보장

4천 7백만 유로
(620억 1,932만원)

1,274,811명
저축 모임
참여자

76,352명
직업 기술 및 경영 과정
수료자

15

미래를 위한 청년 저축 모임

지역 기반 아동 보호

Future for youth in savings groups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기업의 청년층 지원

지역 문제 이해

우간다의 미래의 직업 프로젝트는 플랜스웨덴과 액센츄어(Accenture)와의 협력 파트
너십으로 청년층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액센츄어의 ‘세계 기업 시민의식(Global
Corporation Citizenship)’의 팀장인 질 헌트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플랜
과 함께 청년들이 디지털 세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이
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들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
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해결방안

저축 모임의 젊은이들은 민간과 지역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 자본,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텔 우간다(Airtel Uganda)와 그라민 재단(Grameen
Foundation)이 함께 개발한 모바일 저축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은 공적 금융 기관에 대
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다

2016년에 미래의 직업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400개의 청년 주도 신용조합,
800개의 청년 주도 생산자 모임, 600개의 소규모 가맹점들과 240개의 직업이 창출되
어 12,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동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4천 3백만 유로
(567억 2,001만원)

51,299명
아동 보호 관련 교육을 수료한
협력 단체 직원

168,620명
아동 보호 교육에 참가한
지역 사회 주민

지역사회는 학대와 방임, 폭력, 착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구축해왔습니
다. 플랜의 프로그램은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곳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플랜은 마을의 원로들과 부모, 교사, 보호자들이 성적 학대와 아동 노동, 조혼, 인신 매
매를 근절하고 폭력 없는 양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플랜은 15,000개 이상의 지
역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긍정적인 변화

말라위의 마을 원로들은 조혼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데드자 지역의 지도자
테레사 존 도비는 어머니 모임, 지역 아동 보호 위원회, 종교 지도자들 및 지역 NGO
와 함께 2015년 약 300회의 조혼을 무효화하여 결혼했던 모든 아동들이 학교로 돌아
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테레사 존 도비는 “마을의 원로들은 여성과 남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악습을
끊어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
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말라위 5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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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강과
모성보호

Water and Sanitat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주 아프지 않아요.
두 살배기 딸도 한 번도 심하게 아픈 적이
없어요.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도 3일 안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 소녀가 임신하면,

가라앉습니다. 플랜은 우리에게 공중 보건,

남자의 부모 쪽에서 대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위생, 식수 정화 알약을 사용하는 법 등을

만일 남자 쪽에서 임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낙태를 강요합니다.

건강해진 이유이지요. 우리는 또한 플랜의

플랜이 지원하는 청소년 모임을 통해 우리는

교육을 받은 유치원 교사로부터 손을

10대 임신의 위험에 대해 배웠으나,

깨끗하게 씻는 법, 손톱을 깎는 법,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양치를 잘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며,
부모님들이 우리와 이러한 문제에

- 두앙 파, 35세, 캄보디아, 지역 공립 유치원
위생 프로그램 참여자

대해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카렌, 14세, 니카라과의 북캐리비안
해변 자치구(RACCN)

아프리카의 위생 프로그램
The pan-Africa sanitation programme
다양한 파트너십 지원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

5천 4백만 유로
(712억 2,978만원)

752,997가구
위생 환경이 개선된
가구

2,600개
신축 또는 개선된
식수시설

지역사회 주도의 종합 위생 프로그램은 비위생적인 야외 배변을 중단하고, 외부 보
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위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개발 연구 협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와 IRC 국제 식수 및 위생 센터(IRC
Inter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Centre)가 협력하고 독일 정부가 지원하며, 플랜네
덜란드가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말라위, 가나, 니제르에서 실
시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플랜네덜란드의 샤론 루스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파트너들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교훈
과 혁신, 모범 사례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지도자 네트워크(natural leaders’ networks)를 설립하는 등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 네트워크
는 지역사회 내 야외 배변의 관행을 타파하여 위생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을 위한 좋은 변화

위 프로젝트는 약 1,200개 지역사회와 600여 개의 학교에서의 야외 배변 문제를 해결
하여 약 22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8개국 정부는 위생에 대
한 정책 및 예산안 수립에 플랜의 프로그램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 철폐 – 프로그램 결과 이후 진전 사항

성 건강과 모성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말리의 국회의원인 폼바 파티마타 니암발리는 여성 할례 철폐의 진전 사항 및 플랜과
같은 단체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2천 5백만 유로

모자 보건 증진

41개 국가

플랜우간다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마을의 통합 의료 캠프와 안전한 모성 인식 모임을 통해 모자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부모에게는 HIV 상담과 검사, 가족
계획 서비스, 모유수유 정보 및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영유아를 위한 출산 준
비와 수유 방법에 이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329억 7,600만원)

성 건강과 모성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된 국가

33개 국가
HIV/에이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소녀들의 성 건강 권리를 위한 캠페인

플랜영국은 영국 국제개발부(DFID)에서 진행하는 성 건강과 모자보건 증진 및 전 세계
가족 계획 2020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파트너입니다. 위 프로젝트는 여
성과 소녀들이 언제,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인식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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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 am a Girl campaign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5백만 명의 여자아이를 포함한 4천만 명의 어린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었습니다.
2012년~2015년 수혜어린이 수

Because I am a Girl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빈곤과 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활동

플랜의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잠재력을 실현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자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돕고,

교육

수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의 교육 및 기술 향상,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가로막는 장벽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수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혼
2초에 1명, 개발도상국 3명 중 1명의 어린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조혼

1억 5천 1백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정책에 영향

을 합니다. 플랜은 조혼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성 할례
1억 4천만 명이 넘는 여아와 여성들이 여전히 할례로 인해 고통받고 있
습니다. 플랜은 여성 할례 철폐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및 여성 할례

2015년
538개의 전 세계
BIAAG 프로젝트는

190만 명 여자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20개국 15만 여아의

조혼 금지를 위한 30개 프로젝트 실시

3백만 명

교육, 보호 및 참여를 통한
여아 권리 증진 프로그램의 수혜자

상담 캠프를 지원합니다.

안전한 환경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
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소통하고 협력하며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아의 참여
남자아이들과 남성들은 성차별 철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
라서 이들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차별 없는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
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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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IAAG Highlights

BIAAG 2015
Highlights
2015 Because I am a Girl
주요 활동
여성지위위원회
“우리는 학교,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해요. 저
는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소녀들 중 한 명
이고 싶어요.
부모, 지역사회, 마을 원로들이 여아의 참
된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뤄야 할 소명이
있어요.
정부는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
책 및 법안을 명확히 제정해야 합니다. 여
성 할례, 조혼,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법은
보다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 호프, 15세, 케냐,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석한 플랜 청소년 대표

HEAR OUR VOICES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1개 국가에서 7,000명이 넘는 여자아이
와 남자아이들은 여아 권리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었습니다.
ㆍ 3명 중 1명의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ㆍ 50%의 여자아이들은 임신 시기를 스스로 결
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ㆍ 58%의 여자아이들은 출산 후 학교로 돌아가
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마을 여자아이들의 대부분이 학교에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를 가로막아요.”
-로즈, 18세, 필리핀, 세계교육포럼(WEF)에
참석한 플랜 청소년 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하위 목표 중
하나인 여자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교

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플랜의 소녀 대
표단이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조혼에 관한 역사적인 순간
플랜은 모든 국가에서 조혼을 금지하기 위
한 법과 정책의 제정ㆍ집행ㆍ유지를 촉구
하는 역대 유엔총최 중 가장 강력한 결의안
통과를 지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기니비사우

에콰도르

태국

플랜의 ‘아시아 조혼 보고서’는 아시아 국

플랜은 유니세프, 여성사회통합부(Min-

플랜의 청소년 대표인 13세 노헬리아

플랜은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학력

가 내 조혼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파악하

istry of Women and Social Cohesion),

는 뉴욕에서 열린 2015 여성지위위원회

이 인정되지 않는 태국 내 무국적 어린

고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ㆍ경제적 해결

유엔인구기금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이들과 성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플랜의 노력

가정 폭력, 여성 할례, 아동 매매 관련 법

참석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실시하여, 이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여자

은, 방글라데시의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 인식을 제

한 유엔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에콰

아이와 여성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입

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법안의 철

고하고 법적 효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도르 여자아이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여

증하였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2015년

아 권리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

9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민권을 취득

니다. 노헬리아는 에콰도르 국회에도 참

하지 못한 무국적자들에게도 교육의 혜

석하여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시

택을 제공하고 학력을 인정하기 시작했

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법 개정안은

습니다.

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말라위
르완다

플랜과 협력단체의 캠페인 실시 결과, 말

세계 여자아이의 날

여아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

라위 정부는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플랜은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 기
념일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2011년 공식 제
정 이후 매년 여자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
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합
니다.
2015년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여아들의 실태 보고서인 ‘여아 권리
의 끝나지 않은 과제(The Unfinished Business of Girls’ rights)’를 발간했습니다. 보
고서는 여성 권리 옹호 노력을 지속적으
로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
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 여자아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랜은 또한 세계 각 도시의 명소들을 핑
크빛으로 물들였으며, 브라질, 인도, 라이
베리아, 니카라과, 르완다, 태국, 시에라
리온에서 온 13명의 소녀들이 케이샤 톰
슨의 시 ‘아직(Yet)’을 함께 낭송하며 여아
권리를 제창하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
는 ‘소녀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Unlock the Power of Girls)’ 영상을 유투
브에 게재하여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
념했습니다.

된 지역 캠페인 결과, 출산 후 학교를 자

18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파키스탄

퇴한 5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부모로부
터 아이 양육 지원을 약속받아 학교로 복
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
2012년부터 니카라과 북부에서 시작된
플랜의 걸 파워 프로젝트는 멀리 고립된

시에라리온

지역사회까지 경찰이 관할할 수 있도록

플랜의 라디오 프로젝트는 에볼라 비상

지원하고, 폭력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친

사태 기간 동안 에볼라에 의한 감염, 사

여자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또

회적 낙인, 교육의 배제, 성폭력 노출 등

한 직접 지역학교에 방문하여 노래와 춤

여아가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을 이용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

제공했습니다.

역사회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기존 과테말라 혼인 가능 연령은 여성 14
세, 남성 16세였으나, 전국의 지역 협력
을 기반으로 시행된 플랜의 3개년 캠페
인 결과 과테말라 국회에서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베트남

파키스탄 정부, 국회의원, 조혼 반대 연합

베트남 정부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Alliance Against Child Marriage)의 다른

여자 청소년 대상 성추행에 대한 대응방

NGO들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대규모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플랜 및 협력단체

의 미디어 캠페인 결과, 파키스탄 신드 주

가 개최한 워크샵의 성과로, 하노이 및 호

에서 조혼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치민 시는 대중버스에 보안 카메라를 설
치하는 등 성추행 근절을 위한 행동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잠비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축구연맹(Tanzania Football

수단

Federation)은 플랜의 협력단체로써, 축

플랜은 아동복지연합회(National Coun-

구를 통해 여아 권리 인식 개선에 앞장

cil of Child Welfare), 여성연합(Women’s

서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조혼 근절 연맹

Union), 수단인권위원회(Sudan Human

(Tanzania End Child Marriage Network)

Rights Commission)와 협력하여 ‘여성

및 남성참여연대(Men Engage Network)

할례(FGM) 근절 지지 위원회’를 설립하

도 함께 참여하여 여아 권리에 대한 전국

고 국회 대상 옹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조혼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Civil Society Network for Ending Child
Marriage)의 사무국으로써, 관습 및 법령
내 혼인 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결혼법 초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으
며, 현재 국회 연설을 앞두고 검토를 완
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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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후원자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행사 special event
1

3

2

4

7

6

8

5

9

10

1. Leave No One Behind,
2015 세계교육포럼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
교육포럼(WEF)’이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전 세계 교육 분야 대표와 국제기구에서
참석했고, 향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이 담긴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 방
문한 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플랜을 대표
하여 여자아이들의 교육 현실에 대해 함
께 논의하며, 여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플랜코리아
는 세계교육포럼의 부대행사로 세계시민
교육 전시관 내 부스를 운영하여 여자아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 세계물포럼에서 아시아 위생시설 논의
제7차 세계물포럼이 4월 14일부터 17
일까지 대구, 경북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1997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세계물
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주관으로 전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이 참여
하여 전 세계의 물 문제 및 위생문제 해
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역별
토론에 참석한 플랜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과 위생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
으며, 이어 인도 대학생 팀과 한국 대학생
팀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송재
림 홍보대사는 영상을 통해 물과 위생 문
제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3. Stop Child Poverty
빈곤퇴치 캠페인 진행
플랜코리아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13일~15일 3일간 플랜코리아
사무실이 위치한 판교 광장에서 빈곤퇴치
거리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Stop Child
Poverty”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지구촌 빈

곤문제에 대해 알리고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후원 방법을 소개하며 많은 이들
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빈곤퇴치 캠페
인을 위해 개그맨 김대희, 김지호, 허민,
유민상, 박나래와 배우 송재림, 문가영 등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들이 판교 광장에
서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빈곤퇴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7.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홍보부스 진행
8월 28일~31일까지 부산을 웃음바다
로 만든 제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에 플랜코리아가 참여했습니다. 플랜코리
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JD Bros
의 코미디언들이 참여하여 부산 시민 및
관람객들에게 플랜코리아의 활동을 홍보
했습니다.

4. One Ball One Dream 야구 대축제
에버랜드, MBC플러스미디어와 함께 개
발도상국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이 5월~10
월, 에버랜드에서 펼쳐졌습니다. 스크린
야구 게임에 참여하면 수익금이 개발도
상국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에 기
부되는 이번 캠페인 오프닝에 홍보대사
신수지 선수가 참석해 일루션 시구를 선
보였습니다.

8. 더착한커피와 BIAAG 기부파티 진행
커피전문점 더착한커피가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BIAAG)을 후
원하는 기브잇투미(Give it to me) 기부파
티를 개최했습니다. 플랜코리아 후원 영
상 상영과 플랜코리아 나눔팔찌 제공을
통해 플랜코리아를 홍보하고, 기부상품
판매 수익금은 플랜코리아의 BIAAG캠페
인에 후원했습니다.

5. 에버랜드-플랜코리아 캠페인
홍보관 오픈
에버랜드 내에 플랜코리아 캠페인 홍보
관을 오픈했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꿈’
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자아이들의 꿈’, ‘
아프리카의 꿈’, ‘지구촌 아이들의 꿈’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캠페인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보
관은 2016년 3월까지 운영되어 이 기간
홍보관에서는 바자회, 나눔카페, 홍보대
사들의 깜짝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6. 코엑스 겨울축제 참가
코엑스 광장에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알리는 핑크 트리가 반짝였습니
다.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15
코엑스 겨울축제에서 ‘지구촌 소녀들이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개
발도상국 소녀들의 현실을 알렸으며, 캠
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접 메시지를
적어 소녀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9.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음악페스티벌
인디감성페스티벌 뷰티풀민트라이프
(Beautiful Mint Life)와 그랜드민트페스티
벌(Grand Mint Festival)에 올해도 플랜코
리아가 참여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
을 위한 #Girl4President 캠페인 부스를 설
치하여 페스티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
이 플랜코리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10. 삼성디스플레이와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을 기념해 삼성디스플레이와 함
께 ‘토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토고 아베지 마을에 초등학교 건립 사업
을 지원했으며, 또한 임직원들은 아동결
연으로 토고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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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과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후원자 참여 Sponsor
1

2

4

3

5

1. 후원자와 함께하는 The좋은여행,
태국 치앙마이 방문
후원자들이 직접 플랜의 활동지역을 방
문하는 The좋은여행이 1월 28일부터 2
월 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후원자들은 The좋은여행을 통해
직접 플랜의 활동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후원 아동이 방문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10명
의 후원자와 가족들은 치앙마이 고산지
대에 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미니올림픽
과 특별수업을 진행하였고, 놀이터를 설
치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봉사와 기부
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2.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The좋은플랜,
백진희의 보건지원 후원자 초청
‘The좋은플랜’은 보건, 아동출생등록, 여
아 교육, 영유아 지원(ECCD), 드림빌리지
등 플랜의 주요후원사업을 플랜코리아 홍
보대사와 함께 매칭한 캠페인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후원이 이뤄진 보건 분야의
백진희 홍보대사가 후원자를 초청해 함
께 식사하며 나눔과 봉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제7회 후원자모임
11월 21일 합정의 한 카페에서 플랜코리
아의 후원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참가자
들이 함께한 일곱 번째 후원자 모임이 진
행되었습니다. 플랜의 활동에 대한 이야
기는 물론, 후원 아동에게 편지 쓰기, 에
코백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캠페인
1주년 기념 모임
송재림 홍보대사가 직접 제안하고 진행
하는 ‘드림빌리지’ 캠페인 1주년을 맞이
하여 후원자들을 초청해 나눔파티를 개
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
께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사업 일 년 동안
마을에 생긴 변화를 돌아보았으며, 송재
림 홍보대사의 봉사활동 사진 판매, 현장
아동결연, 기부상품 판매 등 후원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더
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 2015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2015년 한 해 동안 플랜코리아를 사랑해
주신 후원자 중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분
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15
년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가 개최되었
습니다. The좋은후원상, 서신교류상, 후아
유상(후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상), The
좋은가족상, 특별상, The좋은사람들상, 자
원봉사상, The좋은스토리상, The좋은파
트너상, The좋은기업상 등 플랜코리아 후
원자를 대표하여 총 10팀을 시상했으며,
이날 어워드에는 김성령 홍보대사가 시상
자로, 홍인규 홍보대사가 사회자로 참석
해 후원자 어워드를 더욱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6. 플랜코리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시작
플랜코리아는 후원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습
니다. 카카오톡 @플랜코리아, 인스타그
램 @plankorea, 카카오스토리 @플랜코
리아에서 플랜코리아에 대한 소식을 더
욱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후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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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들도 플랜코리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구촌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홍보대사 Plan Family
1

3

2

4

6

5

7

1. 백진희와 함께 보건 지원
백진희 홍보대사가 캄보디아 씨엠립 지
역에서 세림병원이 후원하는 4개의 보건
소 중 2곳의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출
발 전 보건소 건립을 위한 바자회에서 후
원 나눔 강연을 진행하고, 봉사활동 중에
는 준비해 간 비누, 칫솔, 치약세트 등의
위생용품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며 사
랑을 전했습니다. 5월에는 삼성디스플레
이 나눔 소통 행사에 참여하고 9월에는
보건 지원 캠페인 후원자들을 초청해 씨
엠립의 열악한 보건 환경과 보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플
랜코리아와 함께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
하고 있습니다.
2.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송재림의 드림
빌리지는 캄보디아에 우물 건립, 보건소
지원, 학교 교구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어
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
다. 국내외 후원자들은 온라인 모금 서비
스 위제너레이션, 기부형 앱 애플트리 등
온라인 채널과, 에버랜드 게릴라데이트,
플리마켓, 드림빌리지 1주년 나눔파티와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금 이벤트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송재림 홍보대
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수원 보호를
위해 우물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
건소 개보수를 위해 시멘트를 바르고 페
인트를 칠하는 등 직접 현장에 참여하며
드림빌리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김성령과 함께 여아 교육 지원
김성령 홍보대사는 플랜코리아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홍보대사이자 아동 5명
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입니다. 10년 전
베트남을 방문하여 처음 만난 후원아동
띠똥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에 김성령 후원자는 다시 베트남으로 향
했습니다. 10년 만에 재방문한 남하 지역
은 후원 프로그램이 철수할 만큼 발전하

였고,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직업 훈련을
받는 띠똥은 어느덧 어엿한 어른으로 성
장해 있었습니다. 김성령 홍보대사는 제
2, 제3의 띠똥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
망하며 여아 교육 지원 캠페인을 함께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대지진 소
식에 후원금 천만 원을 기부하고 플랜코
리아 후원자 어워드에 시상자로 참석하
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걸스데이와 함께 출생등록 선물
2005년 출생등록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4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생증명서를 받
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10개국의 관련 법에 영향을 주어 총
1억 4천 3백만 명이 혜택을 누리게 되
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생등록이 되
어 있지 않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로 살아가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약 2
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걸스데이는 모
든 어린이, 특히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여자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지원하는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스데이는 다
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알리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홍보관 방
문, 캄보디아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에서
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여자아이들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 전미선과 함께 ECCD센터
(영유아 보호 및 개발 센터) 지원
태국 치앙마이 주 반남 보 마이 마을에
ECCD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ECCD센
터는 3세~7세 미만의 어린이 33명을 위
한 유치원이자, 부모들을 위한 보육 교육
및 모임 장소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
리와 유지를 위해 교사, 학부모, 지역 주
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 개
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미선과
함께 ECCD센터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질병 예

방 및 치료, 영양 공급 및 성장 체크, 초기
교육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JD Bros 개그맨들의
조이앤드림 프로젝트
김대희, 김지민, 허민, 조윤호, 유민상, 권
재관, 박나래 등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들
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
고자 플랜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기본적인 권
리를 지키기 위해 나눔협약식을 맺고 아
동 결연 후원과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7월 베트남 꽝찌 지
역 띠네 마을에 방문해 식수 및 위생 환경
을 보고 돌아온 이후 식수대와 화장실을
선물해 주기 위한 조이앤드림 프로젝트
를 시작,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 신수지, 이정수 홍보대사와 함께 나눔!
신수지, 이정수 홍보대사는 One Ball One
Dream 야구 대축제, SK플래닛 사내행사에
참여하는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 홍보대사는 지난 2013년 11월 태
풍 하이옌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필리핀
의 타클로반을 방문하여 놀이콘서트를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돌아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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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후원기업 및 단체 Plan partner
1

2

3

1. 현대자동차와
현대ㆍ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 완공식
가나,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캄
보디아에서 완공식을 가진 현대ㆍ코이카
드림센터는 현대자동차와 한국국제협력
단(KOICA, 이하 코이카), 플랜코리아가 함
께 협력하여 개도국 청소년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민ㆍ관 협력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입니다. 1월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센터의 완공식을 진행하
는 한편, 현대차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선
발된 엔지니어와 서비스 임직원들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드림센터 교사 및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
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 쥬비스와 해외아동결연 협약
헬스케어 그룹 쥬비스가 플랜코리아와 협
약을 맺고 해외아동결연 및 다양한 사회공
헌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어린이들과의 일대일 결연을 시작으로, 플
랜코리아 후원에 동참하는 각 지점의 직
원들에게 쥬비스 헬스케어 프로그램 혜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HSBC은행 여성위원회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후원금 전달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HSBC은행
여성위원회는 모잠비크 산모들의 건강
한 출산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HSBC은행 여성위원회는 라오스 식수 위
생 시설 지원 및 유치원 건립, 태국 여학
생 장학금 지원, 네팔 소외지역 여성을 위
한 경제활동 지원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
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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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물산과 태국 청소년 직업기술
교육센터 착공식
삼성물산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태국 반
부앵 지역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 1개
동 신축과 기존 3개 동의 개보수를 지원
했습니다. 또한 300여 명의 지역 청소년
들이 직업기술교육 이후 자립할 수 있도
록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삼성전자 제품
수리(A/S)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
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사
회공헌활동인 드림 투모로우(Dream Tomorrow)는 인도네시아 렘방 지역에 초등
학교 건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 건국고등학교와 캄보디아
식수타워 지원 협약
건국고등학교는 학생회 주도로 진행된 모
금 활동을 통해 올해로 다섯 번째 식수타
워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 톰 지역에 있는 탑록 마을 초등학
교의 식수타워 설치로 약 1만 리터의 정수
된 식수를 저장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안심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스마일게이트와 네팔 대지진
긴급모금 진행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 스마일게이트와
임직원들은 총 3회 사내 카페에 홍보부
스를 운영하여 스마일게이트에서 모금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내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금액은 두 번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7. 삼성물산과 인도 빈민 지역
학교환경개선 사업
삼성물산은 2013년부터 3년간 인도 빈
민 지역인 델리주 우땀나가르 내 학교 도
서관 건립과 도서를 지원하고, 화장실, 세
면대, 식수대 등 위생시설 개보수와 체육
시설 건립 등 아동 친화적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완공식에는 삼성물
산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1년부
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단을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8. 현대제철과 미얀마 따웅비라이
식수시설 완공식
현대제철과 함께 미얀마 만달레이 주의 따
웅비라이 지역 식수 시설 건립을 완공했습
니다. 앞으로 식수 시설을 통해 약 19,000
리터의 물을 200m 깊이의 수원으로부터
끌어올려 저장하여 650여 명의 마을 주
민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인
프라 건설을 위한 따웅비라이 지역개발
사업은 식수사업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위원회 조직 및 교육, 농업교육, 소액대출
사업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2014년부터 실시된 3개년 사업
입니다.

9. 롯데장학재단과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관 건립
롯데장학재단과 함께 베트남 타이응옌 다
이투 구의 나 마오 지역과 카트네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
두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장 및 도서
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하노이 시내 20개
중고등학교에 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10. 현대건설ㆍ현대자동차와
현대ㆍ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착공식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코이카, 플랜코
리아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인 현대ㆍ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착공
식을 가졌습니다. 이종업종간 공동 CSR
의 최초 사례로,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는 각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3년 동안 건
설관련 학과 및 자동차 정비학과를 지원
할 예정이며, 2016년 2월 완공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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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청
 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기술 교육

1. 교육 환경 개선

ㆍ실습실 개보수
ㆍ기자재 및 실습 교구 지원
ㆍ교사 대상 교육 및 현장 방문 연수
2. 청소년 기술 교육 향상 및 일자리 연계

11. KDB대우증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서 세이프 스쿨 사업 진행 및 봉사활동
개도국 재해위험지역 마을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DB
대우증권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서 세이프 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천여 명의 학생들
을 위한 14개 마을 15개 학교의 교육환
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또한 향후 3년 동안 마스바테 주 내 4개
중ㆍ고등학교에 17개 교실 신축과 기자
재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1
월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KDB대우
증권 임직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이 진행되
었습니다.

12. 건설공제조합과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개보수사업 준공식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실시한 인도네시
아 빈민촌 초등학교 개보수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4년
과 2011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두 차
례의 태풍으로 7개 교실 중 3개 교실의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이 녹슬었으
며, 수도와 위생시설이 낙후되었으나, 개
보수 이후 89명의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되었습니다.
13. 애플트리, 네팔대지진과
드림빌리지 후원금 전달
기부형 리워드 서비스 기업 애플트리가
사업공헌 앱 ‘애플트리’를 통해 모금한 네
팔대지진 후원금과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애플트리 사용
을 통해 적립되는 포인트를 플랜코리아
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14. 조이맥스, 베트남 ICT 센터 조성
사업 후원금 전달
조이맥스에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
지 모금된 사내 카페 음료 구입 비용 및
카페 운영 수익금을 모아 플랜코리아에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베트남 중부지
역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지원되
며, 특히 ICT 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기자
재 보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5. 플리토, 모켄족지원 및
네팔구호성금 전달
집단지성 번역 앱 ‘플리토’가 태국의 바다
집시 ‘모켄족’ 지원금과 네팔대지진 후원
금을 전달했습니다. 플리토 앱에서 전 세
계 사용자들은 번역을 통해 적립한 포인
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16. 다양한 나눔 협약
3월 사회적 스타트업 기업인 블루에그와
지구촌 아동돕기 협약을, 의류브랜드 us
n them과의 협약을, 헤어그룹 파란코리
아와의 나눔 협약을 맺었으며, 이투데이
와 기부 문화 조성 협력 MOU를 체결하
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을 통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지역: 베트남 하노이
ㆍ기간: 2015년 7월~2018년 6월
ㆍ지원대상: 연간 150명의 드림센터 학생 및 20명의 교사, 1,500명의 학교 학생들

플랜코리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업의 핵심 역량
및 전문 기술을 활용한 직업 기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현
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플랜은, 베트남 내 건설

ㆍ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교과과정 리뷰 및 보완
ㆍ개정된 교과과정을 반영한 파일럿 수업 진행
ㆍ학생 모집 및 수업 진행, 현장 방문 연수
ㆍ수료 학생 대상의 취업 연계 지원 및 관리,
멘토링 서비스
ㆍ관련 사업체 초청 산학 협력 구축

현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혀 없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특별히 현
대건설과도 협력을 맺어 현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하

3.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노이공업전문대학과 건설전문대학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ㆍ운영위원회 설립 및 정기 모임 진행
ㆍ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리핀 Philippines
:필
 리핀 마스바테섬
세이프 스쿨 지원

ㆍ지역: 필리핀 비콜 지방 구역 마스바테 주 만다온 자치행정구와 팔라나스 자치행정구
ㆍ기간: 2015년 3월~2018년 3월
ㆍ지원대상: 학생 739명 및 교사 31명 (남:390, 여:380)

플랜코리아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KDB대우증권과 함께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플랜코리아와 KDB 대우증권은 필리핀 마스바테 지역의 학교 내에서 안전한 교육환
경을 확보하고 중등학교 중심으로 재난대응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초등학교
에 이어 중등학교까지 안전한 교육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ㆍ안전한 학교 건물과 식수 및 위생 시설 건축
ㆍ위험 취약 요소 조사 및 대처 능력 평가 진행
ㆍ재난 위험 경감 계획 및 긴급사태 대책 수립
ㆍ재난 위험 경감 및 기후 변화 대응 교육 진행
ㆍ학교 재난관리위원회 조직 및 활동
ㆍ학생 긴급 사태 대응팀 조직 및 훈련 진행
ㆍ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학생 및
주민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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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ndia
:도
 시 빈민가
식수 환경 개선 사업

ㆍ지역: 인도 델리 시 내 4개 빈민지역
ㆍ기간: 2014년 11월~2016년 1월
ㆍ지원대상: 6개 학교 내 학생, 교사 14,614 명과 지역사회 주민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 위치한 거대 도시빈민가 내 아동들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외면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를 제공받지 못하고, 정수되지 않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음용해 건
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랜코리아는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하여 삼성물산 상사의 후원으로 식
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빈민 지역 내 6개 학교에서 다음과 같

1. 학
 교를 기반으로 한 안전 식수의 지속 공급 및 아동 중심의 공동 식수 위
생 환경 개선

ㆍ태양광 시설을 사용한 자동 펌프 설치
ㆍ역삼투압 필터 방식의 식수정화시설과 급수저장용 식수타워 설치
ㆍ학생을 대상으로 설치된 식수시설의 올바른 사용법과 책임감 향
상 교육
ㆍ학생운영위원회 주도로 식수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교육 및 역량 강화
ㆍ식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과 역량 강화

플랜코리아 프로젝트 사업보고

라오스 Laos

ㆍ교육의 중요성 등 마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드라마 쇼 제작 및 시연
ㆍ연 1회 학교 및 마을에서 ‘어린이의 날’ 행사 진행
ㆍ학교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며 협동심,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는 어린이 클럽 운영

:어
 린이 교육 활동 지원
프로젝트
ㆍ지역: 라오스 우돔싸이 주 호운 지역 및 빡벵 지역
ㆍ기간: 2013년 7월~2017년 3월
ㆍ지원대상: 호운 및 빡벵 지역 100여개 마을 거주 어린이, 마을 주민과 학교 교사

우돔싸이 주의 호운과 빡벵 행정구는 빈곤 가정의 비율이 각각 65%와 85%에 달하는, 라
오스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환경
이 있습니다.

ㆍ학생 대상 올바른 식수 위생 의식과 습관 개선의 중요성 교육 및
식수위생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ㆍ교내 그림 그리기, 글쓰기 대회를 통한 식수 위생 관련 인식 강화

캄보디아 Cambodia

미얀마 MYANMAR

2015년은 해당 사업의 2차년도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
 달레이 주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따웅비라이 지역 개발 사업

ㆍ지역: 미얀마 만달레이 주, 냥우 지방, 냥우 군, 따웅비라이 구 내 6개 마을
ㆍ기간: 2014년 1월~2016년 12월
ㆍ지원대상: 지역사회 주민 4,450명

플랜코리아는 현대제철의 지원으로 미얀마 만달레이 주 내 6개 마을에서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자립도 개선,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강화 및 개선된 위생 시설 구축, 수인
성 질병 감소를 위한 식수ㆍ위생 인식 및 습관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본 프로젝트는 미얀마 내 연간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지대에 위치하여 절대적 식
수 부족을 겪는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NGO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

ㆍ취약계층 대상 농업교육 및 지역 주민, 청년 대
상 직업기술 교육 진행
ㆍ회계 및 관리 교육을 통한 마을 신용조합 운영
및 역량 강화
ㆍ6개 마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운영 관리
및 추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ㆍ마을주민자치조직인 새마을운동위원회 활동 지원
ㆍ마을 식수위원회 교육(식수시설 개보수 교육 및
수인성 질병 관련 교육)
ㆍ주민 및 학교 대상 위생 인식 개선 활동
ㆍ마을 및 학교 기반 식수ㆍ위생 시설(식수시설 및
화장실,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ㆍ8개 ECCD센터 신축
ㆍECCD센터 아동 등록률 88.82% 달성
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진행 및 참가 독려
ㆍECCD 및 부모교육 모니터링 방문 진행
ㆍ각 마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그룹 구성
ㆍECCD 센터 졸업 아동 중 51명이 초등학교에 진학
ㆍ금융교육 진행
ㆍECCD 운영위원회 재조직
ㆍECCD 교사 및 학생 모니터링

태국 Thailand

:중
 학교 건립 및
미술 활동 지원

:소
 수민족 모켄족
아동 교육 지원

ㆍ지역: 씨엠립 주, 반테이 스레이 지역, 룬 타엑 자치행정구 및 앙코르 춤 지역,
차 축 자치행정구와 프라삿 콜 자치행정구
ㆍ기간: 2014년 7월~2016년 12월
ㆍ지원대상: 룬 타엑 마을과 인근 마을 400여 명의 중학생, 차 축 마을 1천여 명
의 청소년, 마을 주민과 학교 교사

ㆍ지역: 태국 남부 안다만 연안 지방 내 팡 응가 주, 수린 섬, 팡 응가 섬 및 라
농 주, 라오 섬 일대
ㆍ기간: 2013년 9월~2015년 6월
ㆍ지원대상: 855명의 모켄족 아동과 지역주민

태국 남부와 미얀마의 국경 안다만 해에 거주하고 있는 바다집시 모켄

2015년 한 해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족은 총인구가 약 3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적절한 교육 시설이 부족하
고, 부모들은 아동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
위생, 보건환경 모두 낙후된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과

1. 중학교 건립(룬 타엑 마을)

ㆍ6개 교실 신축, 책걸상 지원
ㆍ화장실 1동 (3칸) 신축
ㆍ활동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교육 진행
2. 미술 활동 지원(차 축 마을)

ㆍ지역: 미얀마 라카인 주 당곡 및 에야와디 주 보갈레이
ㆍ기간: 2013년 7월~2016년 6월
ㆍ지원대상: 5세 미만 영유아 2,340명 및 학부모 포함 지역사회 주민 6,590명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랜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을 접하기 힘들며, 대다수가 소수 민족으로 언어 사용 및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어려움

2. 아
 동의 식수 위생 관련 의식, 생활습관 개선과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지
역사회의 보건수준 향상 및 지속성 확보

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 ECCD 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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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술교육 자재 지원
ㆍ미술 교사 2명 고용
ㆍ지역 위원회와 교육부 주최로 전시회 진행
3. 학교 환경개선 및 도서관 건축(프라삿 콜 마을)

ㆍ교실 개ㆍ보수 및 교실 내 가구 지원
ㆍ운동장, 놀이시설, 정원 조성
ㆍ주방 및 식당 개ㆍ보수, 주방 기자재 지원
ㆍ도서관 2칸 건축 및 가구 지원
ㆍ도서관 운영 교육 실시

관련 시설 부족으로 야외 배변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랜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ㆍ마을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교육자재 제공
ㆍ아동과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ㆍ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마을과 학교에 모터보트 및 통신기
기 제공
ㆍ화장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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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인터내셔널
재정보고

■ 플랜인터내셔널 연결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구분

항목

플랜코리아
재정보고

■ 2015 수입 및 지출 (단위: 천 유로)

365,812

프로젝트 후원금

289,666

물품 후원

■ 항목별 수입
3.4%
17.9%

● 수입

● 지출

● 수입

● 지출

6.5%

43,810
116,086

투자 수입

2,206

판매 수입

4,149

수입계

821,729
지역개발
사업비

사업비
지출

아동권리
교육/보호
스폰서십
프로그램 지원
재난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사업비 계

346,937

106,619

행정비/기타

51,776

차기 이월

14.1%
5.3%
44.5%

35.3%

● 아동결연 후원금
● 프로젝트 후원금
● 물품 후원
● 기타 후원금
● 투자 수입
● 판매 수입

구분

수입

항목

809,629
12,100
2015.6.30 기준 / 단위: 천 유로

2015

81.4%

● 사업비
● 후원개발비
● 행정비/기타
● 차기이월

내용
아동결연 후원금

정부 및 기관 프로젝트 후원금

국제협력단,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등

1,017,413

기업 및 개인 프로젝트 후원금

기업, 학교, 단체, 개인 지원 사업 등

2,816,275

기타

기타 후원금 등

수입계

지출
1.5%
15%
2015

77.2%

● 사업비
● 후원개발비
● 행정비/기타
● 차기 이월

교육, 보건, 식수/위생, 경제지원, 역량강화,
긴급구호

아동권리 옹호사업비

아동권리 옹호 활동 및 캠페인

110,188

지역개발 교육비

인식증진 활동, 후원자 교육 프로그램

368,940

프로그램 지원비

후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사업 지원

285,223

12,002,486

12,766,837

후원개발비

후원개발비, 홍보비 등

행정비/기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계
차기 이월

536,780

지역개발 사업비

사업비 계

6.3%

11,327,756

15,698,224

사업비

■ 항목별 지출

금액

아동결연 후원금

144,680

123,845

5.9%
11.7%

■ 플랜코리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0.3% 0.5%

35,772

634,008

● 아동결연 후원금
● 정부 및 기관
프로젝트 후원금
● 기업 및 개인
프로젝트 후원금
● 기타

■ 항목별 수입

2015

후원개발비

지출계

2015

72.2%

수입
기타 후원금

■ 항목별 지출
1%

15,698,224
15,538,497

821,729
809,629

금액

아동결연 후원금

■ 2015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1,838,638
933,022
15,538,497

차년도 사업준비금

159,727
2015.6.30 기준 / 단위: 천원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가 함께 합니다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 플랜코리아

@pl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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