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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세네갈 루가 주 모자보건 개선 

대상  

국가/지역

세네갈 루가 주 3개 의료지구  

(Sakal, Koki, Keur Momar Sarr) 

기간 2018년 3월 – 2020년 1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84,611명)

·  가임기 여성 38,000명  

·  5세 미만 아동 46,431명  

·  전문 보건 인력(조산사 등) 40명  

·  비전문 보건 인력 140명 

간접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정부 관계자

1  성 생식 건강과 권리

세네갈 루가 주 모자보건 개선 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   대상 지역 내 모성 및 5 세 이하 아동 사망률 감소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격차 완화 

·  성 생식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양질의 개선 

·   의료 기자재 지원 및 모성/영아 사망 원인 조사 교육 

·   지역사회 인식 증진 캠페인 

·   보건지소(Health Hut)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1) 보건소 내 의료 기자재 지원

·   의료기자재 지원으로, 보건소 내 필수 의료기기 미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보건부 기준에 적합한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모성/영아 사망 원인 조사 교육

·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모성 사망 사례를 공유하고 원인과 예방법을 파악 

·   정기 간담회 진행, 총 89명(여 67명 / 남 22명) 참석 

·   모성/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이송의 어려움, 비숙련 보건 인력에 의한 출산 등으로 확인

Louga

성 생식 건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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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인터뷰

“  오늘 함께 온 아이는 넷째 에요. 

이번 출산에는 4번의 산전 검사

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역 보건 

요원이 가정 방문을 하여, 직접 가

지 않아도 됨을 알려줬어요. 과거

의 임신 동안, 총 4번의 검사에 참

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

- 의료지구 내 수유모 - 

 “  이전에는 적절한 의료기기가 갖

춰지지 않은 상태로 보건소를 운

영해야 했습니다. 플랜의 사업으

로 기자재가 지원되어 이제 한숨

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의료지구장 - 

“  플랜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 덕분

에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

산사가 없을 때 제가 조산사 역할

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주민

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보건지소 수간호사 - 

·   모성/영아 사망 예방을 위해 아래 필요 사항 확인  

- 골반 측정법 및 분만경과기록 교육 

- 산소주입기가 구비된 구급차 확보 

- 분만경과기록 작성 및 분석 

- 보건 인력 대상 응급산과신생아 서비스 보수 교육 제공

3) 지역사회 보건 인식 증진 캠페인 및 옹호 활동 진행

·   산전/산후 관리의 중요성, 남성의 출산 지원의 중요성 등 지역주민 대상 모자보건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상

담 진행 

·   코로나19로 계획한 가정방문과 그룹모임을 정보 전달을 중점으로 한 비대면 형식으로 변경하여 진행  

- 진행된 약식 모임: 총 56,690 명(여 41,818명 / 남 14,872명) 

- 가정방문: 총 18,638 명(여 9,843명 / 남 8,795명) 

- 차량 내 스피커를 이용한 캠페인: 398회 

- 라디오 프로그램: 총 94회(모자보건 47회 / 공공의료보험 47회)

4) 보건지소(Health Hut) 방문 의료서비스

·   보건지소로부터 5 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총 14,160명(여 8,272 명 / 남 5,888명)이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개선에 기여 

·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시설 내 감염 우려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시설 이용률 감소, 코로나19로 보건시설 방문이 불

가해져 방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

5) 코로나19 대응

·   세네갈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세네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 이동 제한,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계획된 사업 활동이 다수 변경되어 진행 

·   사업 지역의 의료 인력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배포했으며, 지역사회 대

상 코로나19 관련 교육 진행

  

성 생식 건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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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

지역사회 옹호 활동 워크샵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보건소 대상 의료 기자재 지원

보건 서비스를 제공 받은 어머니들

모성/영아 사망 원인 조사 교육

 

성 생식 건강과 권리

사업명 네팔 소외지역 여아 지원 사업

대상  

국가/지역

네팔 반케 주 바나카타와 마을

(Banakatawa, Banke, Nepal)

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1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964명) 

·   사업 대상 학교 재학생 934명 

(여학생 377명 / 남학생 557명) 및 교사 30명

간접 수혜자 

·   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 

지역 교육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Banke

2  여아 지원(Girls Get Equal)

네팔 소외지역 여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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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지원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1) 기초선 조사 및 이해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  사업 대상 학교 기초선 조사로 필요성 평가 진행

·   기초선 조사에 학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사업 활동에 이를 적극 반영

·    학교관리위원회 및 부모교사협회 등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미팅을 진행

2) 어린이클럽 조직 및 운영

·  교내 위생 및 생리위생 관련 인식 개선과 개선된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클럽 조직

·   아동들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개별적인 주체로서 교육 및 인식 개선 행사를 이끌어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3) 교내 식수위생 및 생리위생 시설 지원

·  교내 식수위생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성별 및 장애 친화적인 남/여 분리 화장실 공사 진행

·  개인 위생/생리위생 관리를 위한 학교 내 세면대/식수대 건축

·  여아들의 생리위생을 위한 시설 건축/개보수 진행

·  교내 생리위생 시설(여아들을 위한 양호실 공간 포함) 지원 

·  생리위생 시설 내 생리대 교체/처리 공간 지원  

·  수혜 아동이 1년 간 사용 가능한 위생 용품(생리대 등) 지원

·  생리위생 시설 앞 생리위생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벽화 조성

4) 성별에 따른 식수위생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

·  학교 내 깨끗한 식수 음용이 가능하도록 식수대 건축

·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수위생 관련 교육 진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진행

5) 생리위생관리위원회 주도 교내 생리위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  생리위생관리위원회 대상 위생 습관 개선 및 여아를 위한 생리위생 관리 교육진행,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이의 전파 교육 담당

·   여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생리위생관리위원회가 교내 여학생에게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

으로써 여아 간의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잠재력을 개발

·  학교 내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및 위생 시설 지원

·   성별 친화적 생리위생(MHM,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시설 지원

·   생리 용품(일회용 및 면 생리대), 위생 키트(비누, 쓰레기통 등) 지원

·  성별에 따른 위생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

사업 목적 ·   아동, 특히 여아 인권 신장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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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업 지역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사업 대상 학교 내 교실 건축 및 개보수, 기자재 지원 

·   사업 대상 학교 내 화장실 건축 및 아동 친화 공간 구축 

·   교사 대상 워크샵 진행 및 학생 대상 보충 수업 제공 

·   성 인지 교육 및 아동 권리 교육, 관련 캠페인 진행 

1) 사업 대상 학교 내 교실 건축 및 개보수, 기자재 지원

·  총 6 개 학교 내 16 개 교실 건축 및 2 개의 담장 건축 진행

·  신축 교실 내 책걸상과 교사용 책상, 의자 등 교육용 가구 및 기자재 제공

2) 사업 대상 학교 내 화장실 및 아동 친화 공간 건축  

·  총 7개 학교 대상 12개 화장실(남자용 4 개 / 여자용 8개) 건축 완료

·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총 23개 학교에 아동친화적인 화단과 그늘목 및 벤치가 설치

3) 교사 대상 교육에 맞는 자료 선별 워크샵 진행

·   세네갈 교원교육국 강사 주도로 사업 대상 학교 소속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자료 선별 워크샵이 진행 

·   프랑스어, 수학, 과학 과목 교안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각 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2020-2021학년도 교과과정에 반영

교육

사업명 세네갈 루가 주 양질의 교육 지원 사업 

대상  

국가/지역

세네갈 루가 주 

(Louga, Senegal)

기간 2019년 3월 - 2021년 12월(현재 진행 중)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1,724명) 

·  보충수업 및 학습 물품을 지원받은 학생 1,628명 

·  교사 대상 교육 이수한 교사 96명  

간접 수혜자 

·  학교 운영진 및 여성 용품 키트를 지원 받은 여학생

3  교육

세네갈 루가 주 양질의 교육 지원 사업

Lo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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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대상 보충수업 제공

·   코로나19로 2020년 3월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 1,406명(여 627 명 / 남 779명)의 학생에게 보충수업과 간식이 

제공

·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됨에 따라 2020년 6월 졸업시험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 정규 교

육과 보충수업이 재개, 수업은 체온 체크, 손 세정제 사용, 거리두기 등 교육부/보건부에서 규정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 

·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한 695명(여 400 명 / 남 295 명)의 아동 중 522명(여 298명 / 남 224명)이 시험에 통과하였고, 

461명(여 318명, 남 143명)의 중학교 졸업시험 응시자 중 382명(여 261명 / 남 121명)이 시험에 통과

5) 성 인지 및 아동 권리 교육, 캠페인 진행

·   현지 협력 NGO 와 세네갈 교육부 젠더 담당 공무원의 주도로 성 인지 교육이 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아들이 교육에 참여  

·   성 인지/아동권리 교육 책자를 개발하여 각 학교 교사에게 보급 

·   사업 대상 학교의 학부모위원회, 학생, 교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여아 교육의 중요성, 조혼 금지, 10대 임신 예방, 여성의 사

회진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총 6,061명(여 3,507명 / 남 2,554명)이 참여

·   사업 대상 학교 여아들에게 여성용품 키트 제공

6) 코로나19 대응

·   세네갈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세네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 이동 제한,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계획했던 사업 활동이 다수 변경되어 진행   

·   사업 대상 학교 및 지역사회에 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비접촉 온도계 등의 방역 물품과 액체 비누, 표백제 등 위생 용품을 제

공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교 수업 진행

사업 현장

완공된 학교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제공된 기자재(책상 및 의자)

코로나19 방역 물품 제공

신축된 화장실

교사 대상 성 인지 교육 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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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베트남 소외지역 아동을 위한 학교 건립 지원 사업

대상  

국가/지역

베트남 꼰뚬 성, 꼰레이 지구, 닥 프네 사

(Dak Pne, Kon Ray, Kon Tum, Vietnam)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645명) 

·   대상 학교 재학생 총 645명  

(여학생 296명 / 남학생 349명)

간접 수혜자 

·   학교 교사 및 임직원, 지역사회 주민 및 지방정부 관계자

Kon Tum

3  교육

베트남 소외지역 아동을 위한 학교 건립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 시설 건립 및 개보수

·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조성 

- 전반적인 학교 시설 개보수 지원 

- 학교 내 학업 지속을 위한 기숙사 신축 

- 학교 내 아동친화적인 도서관 및 화단 신축

·   학습 기자재 및 장학 프로그램 지원 

- 신축된 기숙사 및 도서관 내 교육 기자재 지원 

- 학교 내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아동권리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 

- 대상 학교 내 어린이클럽 조직 및 운영 

- 학교 교사 및 지방정부 등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인식 개선 활동 지원

사업

진행사항

1) 학교 내 기숙사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

·  학교 요구, 환경, 현재 상황을 고려 후 신축 기숙사를 설계하기 위해 모델 기숙사 투어 진행

·   수혜 아동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문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친화적인 기숙사 설계 진행

·  기숙사 3개 동 신축을 위한 학부모교사협회 대상 자문 미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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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도 첸나이 지역개발 사업

대상  

국가/지역

인도 첸나이 타밀나두 주 칸치푸람 구 스리페룸부두르  

지역 내 8개 마을(Sriperumbudur, Kanchiporam, Tamil 

Nadu, Chennai, India)

기간 2019년 6월 – 2021년 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7,709명)

·  지역사회 주민 6,622명 

·   유치원 및 학교 재학생 1,087명  

(여학생 566명 / 남학생 521명)

간접 수혜자

·  교사 및 교직원, 지방정부 관계자

4  지역개발

인도 첸나이 지역개발 사업

Chennai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내 교육 및 식수위생, 보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지역의 궁극적 개발을 지원

·   지역사회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소창업 개발 촉진

사업 내용 ·   유치원 및 학교 개보수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생계 유지 지원 

·   마을 내 식수위생 시설 조성 및 보건 서비스 지원

·   아동 및 지역주민 대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활동

사업

진행사항

1) 유치원과 학교 개보수 및 교육 기자재 제공

·   교육 시설의 개보수를 진행,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8개 마을 아동들의 교육권 확대

·  지원된 시설 내 아동을 위한 교육 용품들을 제공

2) 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 화장실 건축

·  위생 습관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화장실이 부재한 학교 및 가구 내 화장실과 세면 시설 건축

·   지역사회 대상 위생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유지의 중요성을 학습하였으며, 식수위생 시설의 유지관

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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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및 학교관리위원회 대상 위생 교육

·  학교관리위원회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 진행

·   교육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건강 및 위생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교육 받은 내용을 가정 등 

지역사회에 전파

4) 아동 대상 식수위생 및 교육 관련 인식 개선

·  사업 대상국인 인도는 환경 오염이 심하고 위생 인식이 낮아 인도 내 위생 인식 개선 시급

·  아동 대상 손 씻기의 중요성, 개인 위생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위생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

·  포스터 그리기와 에세이 쓰기 대회 개최를 통한 아동 인식 개선 교육 진행

·   대회를 통해 아동들은 테마에 따라 창의적인 포스터를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하며 인식 개선의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5)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  산모 건강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위생 교육 및 식단 교육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교육을 통해 위생의 중요성, 안전 유지를 위한 방법과 감염 시 증상들에 대해 습득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대상 의료 캠프 개최를 통해 정기 보건 서비스(건강검진) 지원

·   전문 의료진인 의사에 의한 산모 및 아동, 특히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진행

·  출산 사고를 줄이고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산모 대상 보건 교육 지원

6)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생활 기술(Life Skill) 및 직업훈련 교육 진행

·  사업 대상 마을에서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생활 기술(Life skill) 교육 활동 진행

·   본 교육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권고된 생활 기술 교육 모듈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 청년 

및 청소년들이 취업 및 창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대상 재단, 미용, 기초 컴퓨터 기술 등 직업 기술 훈련 교육 진행

·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 연계 촉진 교육, 일자리 박람회 참석 지원

7) 지역사회 생계 유지 역량 강화 지원

·   주민 대상 자조집단(Self Help) 조직 및 지원,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재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 집단 조직 후 월별 정

기 교육 진행

·   지역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조 집단의 그룹단위 저축, 대출 이용, 회생 관리 방법, 절약 방법, 창업을 위한 신용 등

에 대해 교육

·  마을 별 협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진행

·  기술 교육에서는 판매 물품의 제작 방법, 생산 절차 및 판매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가정 생계 유지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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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을에서 일거리를 찾으며 일당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던 주민이었습니다. 하

지만 플랜에서 진행하는 자조모임에 참여 후, 동기부여 훈련 등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회계에 대해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룹 리더 자

리를 맡아 플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신 후원자님과 플랜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 Anandhi, Sehsan Chelladurai(마을 자조모임 대표) -

“

“

수혜자

인터뷰

사업 현장

어린이클럽 대상 위생 교육

의료 캠프 지원 활동

세계 기념일의 날 인식 개선 활동

지원된 교육 시설

청소년 대상 생활 기술 교육

완공된 화장실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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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캄보디아 식수 환경 개선 사업  

(학교 내 우물 및 식수 타워 설치)

대상  

국가/지역

캄보디아 씨엠립 주 및 스퉁트렝 주 내 10개 초등학교 

(Stung Treng, Siem Reap, Cambodia)

기간 2019년 11월 – 2021년 1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2,317명)

·  10개 초등학교 내 학생 2,225명 

·   10개 초등학교 내 교사 92명

간접 수혜자

·  사업 지역 내 지역사회 주민 및 정부 관계자

5  식수위생

캄보디아 식수 환경 개선 사업

Siem Reap
Stung Treng

사업 목적 ·   학교 기반의 식수 시설 조성을 통한 아동 중심의 식수위생 환경 개선

·   아동의 식수위생 인식,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 향상 및 지속성 확보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1)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

·   교육부 공무원, 교사, 지역 주민, 학생 참석 하 식수 시설 부지 선정

·   교내 식수위생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플랜 캄보디아와 협력하여 식수 시설의 건축과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의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

·   식수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식수위생위원회 및 지역정부 공무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2) 세계 손 씻기의 날 기념 식수위생 행사 진행

·   아동,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수위생의 중요성을 주제로, 세계 손 씻기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본 교육을 통해, 아동들은 손 씻기 중요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과 가정, 교내 위생 수칙을 인식하게 되

었으며, 일상에서 교육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

·   학교 내 식수 시설 조성 및 식수 환경 개선 

- 식수 타워 및 우물 설치(수원개발, 펌프설치, 배수시설 지원 등) 

- 수질테스트 및 식수원 관리 

- 교내 식수위생위원회 조직 및 사용법 교육 

- 지역사회 양도 및 교내 식수위생위원회, 지역주민 인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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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수 시설 설치를 위한 플랫폼 완공

·   화장실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배수구 연결 공사 진행

·   식수 시설 설치를 위한 식수탱크와 식수펌프 등 플랫폼 공사 진행

·   식수펌프 설치를 위한 전선 연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플랜 캄보디아 식수위생 전문가 및 식수위생위원회 참석 하 최종적

으로 플랫폼 공사 완료

4) 교내 식수 시설 설치(세면 시설 포함)

·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 가격 합리성, 사업 수행기간, 유사 사업 진행 경험 및 적법한 건축 절차 진행 여부 등 건축 업체 선

정 요건에 따라 적합한 식수 시설 건축업체 선정

·   선정된 건축 업체는 사업기간 동안 플랜 캄보디아의 아동친화적인 건축 규정 및 회계 처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   캄보디아 내 식수위생 전문가의 품질 검사를 토대로 사업대상 학교 내 손 세척 시설이 포함된 식수 시설(우물 및 식수타워) 

건축 완공

·   식수 시설 설치를 통해 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음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면 시설, 화장실 등 교내 깨

끗한 위생 시설이 건립

5) 아동 대상 식수위생 키트 제공

·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 습관 향상 및 공중 보건 수칙 준수를 위해 아동 대상 식수위생 키

트 제공

·   아동들은 키트에 포함된 텀블러에 식수를 담아 마시고 비누로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과 확

산 방지를 위해 노력

식수위생

우리 학교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 시설이 생겨서 좋아요. 저와 친구들

은 학교에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어서 코

로나19와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는 집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가져

갈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식수 시설을 지원해주신 후원자님과 플랜에 정말 감

사드려요.

- Srey Soy(Prasat Trave 초등학교 학생) -

“

“

우리 지역 학교에 새로운 우물이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예전에는 학

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서 물을 가져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종종 안타

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우물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후원자님과 플랜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 Suos Chanphal(Preah Rumkel 주 지역 대표) -

“

“

수혜자

인터뷰



2020년 플랜코리아 

특별사업후원 결과보고서 18

사업 현장

완공된 식수타워(1)

세면 시설에서 손 씻기 시연중인 아동(2)

완공된 식수타워(2)

식수위생 키트를 제공받은 아동 및 교사

세면 시설에서 손 씻기 시연중인 아동(1)

식수 시설 지역사회 권한 양도를 위한 기증식

식수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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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필리핀 북 사마르 주 소외지역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

대상  

국가/지역

필리핀 비사야스 지방 북사마르 주 카타르만 및 로페드베가 

지역 내 21개 마을 (Lope de Vega and Catarman, 

Northern Samar, Visayas, Philippines)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1,030명)

·   청년(학업 중퇴자 포함) 및 직업훈련센터 학생과 교사 

1,030명

간접 수혜자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정부 부처

6  기술교육과 일자리

필리핀 북 사마르 주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

Samar North

사업 목적 ·   직업훈련센터 기자재 보급을 통한 원활한 훈련 환경 지원

·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1)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

·   센터 내 직업훈련을 받을 수혜자 프로파일링 및 선별

·   지방 교육부, 직업훈련 교육 기관, 고용노동부 등 사업 이해관계자 오리엔테이션

·   교육훈련 사업 진행을 위해 플랜과 정부 직업훈련 교육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2) 신축 센터 내 지속적인 직업훈련 수업을 위한 기자재 보급

·   직업훈련 수업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외 소모용 자재 추가 구입

·   신규 과정인 석공/타일공/목공/용접 훈련 수업에 필요한 추가 기자재를 구입하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

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됨

기술교육과 일자리

·   완공된 직업훈련 센터 내 직업훈련 진행을 위한 기자재 보급

·  청년 대상 생활기술 훈련 및 직무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기반 창업 개발 교육 및 소규모 창업 지원

·   일자리 박람회 및 커리어코칭, 인턴십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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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센터 관리자들의 정기적인 기자재 점검을 통하여, 직업훈련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3) 수혜 학생 대상 교육 진행

·   생계 유지를 위한 역량 강화 커리어 코칭 및 자기 평가 프로그램 진행

·   청년 대상 ‘회계’, ‘정보통신기술’, ‘성평등’ 등 생활 기술(Life Skill) 교육 제공

·   자연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 특성을 반영, 지진, 태풍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

·   수혜 학생 대상 취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 능력을 공유하는 직업 입문 프로그램(JIP, Job Induction Program) 

진행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 시장에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의 면

접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직접 활용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대비가 가능

4) 선정된 수혜 학생 대상 직업훈련 수업 진행

·   신규 개설된 4개 과정(석공, 목공, 용접, 타일공) 수업 진행

·   각 수업 수료 이후 직업훈련 교육 기관(TESDA)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직업훈련 수료 및 평가를 통과한 100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NCII, National Certificate II)’ 발급

·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에 대한 수료식 진행 및 공인 수료증 수여

5)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

·   직업훈련 교육 기관(TESDA) 및 고용노동부(DOLE) 등 정부 기관의 주도 하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 중인 지역사회 기업 고

용주 주최 산업 포럼 진행

·   해당 산업 포럼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추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궁극

적으로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최

·   사업 협업 관계인 지역 대학 산업 코디네이터(Industry Coordinator)를 초빙하여 수혜 학생 대상으로 실습/견습 오리엔테

이션 진행

·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수혜 학생들이 실습/견습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총 3 곳의 기업 및 기관에서 각 분야별 

실습/견습 활동을 진행

·   지역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 및 직업훈련을 수료한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하였으며, 수혜 학생

들이 실습/견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지역의 기업 및 단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연계

6) 창업 교육, 소액 대출을 통한 창업 지원 등 소득 창출 지원

·  지역사회 저축 그룹(CSG, Community Saving Group) 조직 및 연계 활동 진행

·   저축된 금액은 각 그룹에서 저축된 금액을 지원받을 대상자의 순서를 정하여, 교육, 창업 등의 개발 분야에서 사용 중이며, 

지출되는 금액이 올바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공유하는 그룹별 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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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

사업 파트너간 업무 협약 체결

수혜 학생 훈련 수료식

직업훈련 수업 진행

일자리 박람회 진행

직업 훈련 진행을 위한 기자재 제공

지역사회 저축 그룹 활동 진행

사업명 페루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

대상  

국가/지역

페루 리마 인데펜덴시아 지구 내

SENATI(페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 

(Independencia, Lima, Peru)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현재 진행 중)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82명)

·   대상 학교 학생 63명(여 22명 / 남 41명)  

및 교사 19명

간접 수혜자 

·   지역사회 및 관계 부처 사업 이해관계자

Lima

6  기술교육과 일자리

페루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

기술교육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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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자동차정비 교육을 통한 청소년(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 지원

기술교육과 일자리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1) 기자재 지원 및 실습실 개보수

·   SENATI가 제공하는 프로파일의 요건에 따라 필요한 장비 파악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아래 기자재 지원 

- 가솔린 엔진 컨트롤 및 진단 시스템 

- 통합 전기 시스템 및 자동차 전자 시스템(자동차 교육 장비) 

- 자동차 정비 훈련장용 엘리베이터

·   SENATI 프로젝트를 위한 개선된 강의실 조성 완료

2) 교육 시설 내 자동차 정비시설 탐방

·   선발된 학생과 그 가족 대상 SENATI 센터 시설 소개와 관련 워크샵을 진행

·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해당 경력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더불어 자동차 정비 직업에 대해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장학금 지원 및 교육 지원

·   먼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교통비가 지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지속이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

·   유니폼 세트 지급(유니폼, 안전화, 작업복 등)

·   학업, 건강, 결석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개별 면담 진행

4) 학생 대상의 교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교육은 비대면 원격방식으로 진행

·  온라인 수업 참여를 위한 태블릿PC 지원

·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심카드 제공

5) 현장실습 진행

·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2차 교육이 완료되어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현장실습 진행을 위한 업체 연계 지원

·   현장실습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중단 불가피하여 국가 방역 지침 준수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지속

·   장학금 지원 학생 및 SENATI 교사 대상의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성인지, 회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자동차 정비를 위한 교육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   자동차 정비 교육 제공

·   교사 교육 지원

·   사업 관계자 대상 성평등 및 새로운 남성상에 대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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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

학생 대상 소프트 스킬 교육 진행

학생 대상 실습 교육

교사 대상 성 생식 보건 교육 진행

교육 학생 대상 태블릿PC 제공(1)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교육 학생 대상 태블릿PC 제공(2)

기술교육과 일자리

6) 기술 교육 외 생활 소프트 스킬 교육 제공

·   성교육: 지역 보건소의 전문 강사 진행으로 10대 임신예방 워크샵 진행, 피임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제공

·   금융 교육: 선발 학생 대상 재정 교육 진행을 위해 교사교육 진행, 해당 과정을 통해 아래 내용에 대해 교육 진행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학생 대상 원격 교육 진행

- 기본 회계 지식

- 가족 재정 관리

- 개인 저축

·   성 생식 보건 권리 워크샵: 교사 대상 성 인지 개선 교육 제공, 젠더, 성 관념, 긍정적 남성상을 주제로 교육 진행

·   성 인지 교육: 재학생 대상 성 기반 폭력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내용을 반영하여 성 인지 교육 진행

7) 코로나19 대응

·   2020년 3월 페루 정부 휴교령 발표 이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재학생을 관리하고 코로나19 관련 예

방 수칙 안내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및 지역 봉쇄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지원

·   원격강의를 위한 태블릿 PC 및 심카드, 인터넷 크레딧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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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이집트 시리아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대상 

코로나19 긴급대응

대상  

국가/지역

이집트 카이로 주 기자, 사케야, 칼리우비아 시  

(Qalyoubya, Sharkeya and Giza, Greater Cairo, Egypt)

기간 2020년 7월 – 2020년 12월

수혜자 직접 수혜자(총 7,390명)

·   시리아 난민 및 취약 상황 커뮤니티 1,483가구 

총 7,390명(여 4,434명 / 남 2,956명 /  

시리아 난민 70% / 원주민 30%)

간접 수혜자

·  기타 커뮤니티 내 가구

7  긴급구호

이집트 시리아 난민 대상 코로나19 긴급 대응

Giza

사업 목적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현금 지원과 사회심리 지원 및 보호 메커니즘 구축

·  올바른 코로나19 정보 제공

사업 내용 

사업

진행사항

1) 시리아 난민, 호스트커뮤니티 대상 생활비 3개월분 지원

·  총 1,483개의 수혜 가구(여 549명 / 남934명)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   현금 지원은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금 수령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10개 우체국 현금 배분 인력과 사업 수

행 인력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알코올 등 방역 물품 제공

·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가정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플랜이 현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

한 대응을 했다고 응답

2) 격리로 인한 이산 가족 파악 및 지원(돌봄, 거주, 교통비, 식량 및 현금 지원 등)

·   사업지역 내 피해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격리 등 피해 가구 발생 시 돌봄, 거주, 교통비, 식량에 필

요한 긴급 현금 지원을 제공, 사회경제적, 심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지원

·   시리아 난민 가구 및 호스트 커뮤니티 가구 대상 생활비 지원

·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자료 배포(아동대상 그림책/놀이도구, 포스터, 안내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음성, 텍스트메시지 배포)

·   시리아/이집트 청소년 그룹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심리사회 지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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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배포 

(아동대상 그림책/놀이도구, 포스터, 안내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음성, 텍스트메시지 배포)

·   현금 지원 수혜자 총 1,483 가구(여 549명 / 남 943명) 대상, 10개 우체국을 통해 약 5,000개의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코

로나19 관련 정보와 예방 수칙에 대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4)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심리사회 지원 정보 제공

·   시리아/이집트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자문단의 역

할과 지역 주민들이 심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   시리아 난민 문제와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자문단의 역할과 코로나19 기간 중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   청소년 자문단과 플랜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교육을 진행

5)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

·   현금 배분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늘어난 현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

긴급구호

수혜자

인터뷰

“  저는 시리아 홈스에서 온 압델카림입니다. 저는 2017

년, 미사일로 집 절반이 파괴되어 아내가 죽고 제 다리 

한 쪽을 잃은 후 이집트에 왔어요. 저는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고, 딸은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집트에 도착

한 후, 딸을 부양하기 위한 일자리와 이동을 위한 의족

이 필요했어요. 지역 시민단체에서 의족을 지원해 주

었지만, 불행하게도 의족으로 인해 감염이 되고 말았

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발생해 경제활동이 불

가능 했어요. 절망하고 있는 중 플랜의 현금 지원에 대

해 알게 되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세를 낼 수 있었고 경제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줄 수 있게 됐어요! ”

- 압델카림(Abdelkareem), 28세 시리아 난민 - 

“  저는 모하메드 주허입니다. 저는 전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 아들과 함께 시리아에서 도망쳤어

요. 저는 대장장이인데, 이집트에서는 난민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으로 왔어요. 저는 제 기

술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요. 하

지만 제 아들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어서 힘이 들 때

가 많아요. 정기적인 치료와 약이 필요한데, 비싼 가격

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

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플랜이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

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금 지

원을 신청하고, 우체국에서 아주 쉬운 절차를 거쳐 감사

하게도 지원금을 받았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모하메드 주허(Mohamed Zuher), 

45세 시리아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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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

코로나19 예방 물품지원

 난민 및 호스트 가족 대상 현금지원(2)

*  호스트: 난민 이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을 뜻함

청소년 자문단 모임

현금 배분 프로토콜 포스터

난민 및 호스트 가족 대상 현금지원(1)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포스터

긴급구호





2020년 플랜코리아 

특별사업후원 결과보고서 28 긴급구호

2) 교사 및 학교 구성원들 대상 재난 위험 관리 관련 교육

·   5개 사업 학교의 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난 위험 관련 교육 진행

- 1차: 종합적인 학교 안전 교육

- 2차: 위기상황 대응 교육

- 3차: 종합적인 학교 안전 및 위기상황 대응 교육

·   5개 학교 대상의 재난대응팀 구성을 위해 정기 미팅을 진행

·   5개 학교별로 아래와 같이 재난 대응 행동지침 수립을 위한 미팅 진행

- 1차: 재난대응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내 위험요소 및 세이프스쿨의 중요성 논의

- 2차(온라인교육): 1차 미팅 논의를 바탕으로 5개 학교별 재난 대응 행동지침 최종 수립

·    5개 학교별 재난대응팀 구성 및 행동지침 수립 후 교내 재난 대응 표준운영절차(SOP) 수립을 위해 재난대응팀 구성원 대

상으로 미팅 진행

3) 재난 시뮬레이션, 비상 훈련 실시

·   적십자(Red Cross) 자문을 통해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제작, 외부 컨설턴트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학교위원회 구성

원들과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을 위한 재연 실시

·   각 학교별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제작하여 비상 훈련 시 활용

4) 재난 대응 관련 인식 제고 활동

·   청소년 및 청소년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하여, 재난 대응 인식 개선 메시지에 관한 사진 및 짧은 비디오 제작 후 

포스팅 완료

·   아동보호 및 세이프스쿨 기반의 교내 재난대응팀 구성을 주제로 라디오 토크쇼 진행, 이와 동일한 날에 재난 대응 및 재난 관

련 심리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해 라디오 스토리텔링 진행

5) 5개 학교 개보수 및 아동친화적인 독서 공간 지원

·   술라웨시 지진으로 피해 입은 5개 학교의 시설 개보수 진행 완료

·   학교를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독서 공간 지원

·   아동친화적 독서 공간 내 독서용 선반, 책걸상, 알파벳 매트, 교육용 포스터 및 권장 도서 500권을 제공

6) 학생 대상의 학용품 키트 및 학습자료 제공

·   학생들의 학업 의지 향상 및 학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책, 필기구, 물통 및 책가방 등으로 구성된 학용

품 키트 총 600개 지원

·  재난 상황 및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배분 진행

7) 코로나19 대응

·  사업 대상 5개 학교 학생 60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법 수업 교재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제공 완료

·  교사 대상 원격 수업 모니터링 교재 총 150권 지원

·  교사 대상 코로나19 팬데믹 하 원격 수업 계획 수립 관련 온라인 교육 진행

·  코로나19 팬데믹 하 교육에 대한 라디오 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