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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교육]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05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본 사업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 취약여성의 생애기술 습득을 위한 <인쇄기술
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지역조사로 탄자니아 행정/경제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의 미취
업 취약여성을 위한 <인쇄기술학교>를 설립하여, <기초문해교육>과 생애기술로 <인쇄
기본정보
단체명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기술>을 훈련시켜,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을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작성자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 조사 계획서에 나타난 세부 목적은 다음과

정현정

같다.

단체현황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사업 분야

직업교육(전문기술학교)

조사 목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취약여성 자립을 위한 <인쇄기술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국 가
대상 국가 및 지역

탄자니아

지 역

113* (직업교육)

다르에스살람

* 탄자니아 행정/무역 도시 다르에스살람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으며, 탄자니아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세부 수혜지역인 키감보니는 다르에스살람 행정구역에 속해있다. 도심과 가깝지
만 바다를 사이에 끼고 있어 배로 5분 정도 이동해야 키감보니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

전체 조사 기간
조사기간
현지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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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09월 24일 ~ 10월 14일 (총 21일)
10월 04일 ~ 10월 14일 (총 11일)

• 다르에스살람(키감보니 지역 중심) 미취업 취약여성 현황
• 취약 여성(여성 가장)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필요 생애 기술 조사
• 다르에스살람 지역의 직업학교 및 훈련소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탄자니아 정부와 다르에스살람 지역 정부와의 협력-기술학교 인가 및 정부 자격
증 발급 외

• <인쇄기술학교> 현지 등록 방향 설정_ 별도 법인 또는 UAUT 산하 기관
• 수행기관 그룹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조사
• 탄자니아 인쇄 기기 및 설비, 정비 가능 여부
위의 목적을 바탕으로 시행한 현지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였으
며, 일부 수정된 방향과 목적도 발생하였다.

• 현재 키감보니 지역은 행정구역상 다르에스살람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 요건(다르
에스살람 타운에서 배를 타고 이동 또는 올해 새로 건설된 다리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정도
소요)으로 인해 관할 정부의 지원이 없어 생활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다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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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람의 도시 빈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최근 키감보니 지역 구청이 새로 생기

을 진행해야 함.

면서 지역 개발 및 관리가 시작되었음. 때문에 키감보니 지역 주민들의 통계 자료

• 다르에스살람의 인쇄소를 방문한 결과 현재 최신 디지털인쇄 기기와 더불어 한국

는 전무한 상황임. 정확한 주민 수, 가구 수 등 데이터가 전무함. 구청과 협력하여

의 인쇄사업 초기에 사용하던 옵셋인쇄기기를 이용하는 회사가 공존하고 있다. 옵

마을 단위로 리더들을 통한 세부 가구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본 지역 조사에서는

셋인쇄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 A/S 문제로 인해 최신 기계로 바꾸지 못하고 있

새롭게 형성된 마을과 오래된 마을 몇 곳을 선발하여 가정 방문을 통해 마을의 경

다고 하며, 내부 직원들이 정비 기술을 익혀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함. 인쇄기기는

제적 상황과 취약 여성의 현황을 관찰 조사로 진행하였음.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수입되며, 이는 운송비 및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 지역 공청회와 FGI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지역의 취약여성들은 교육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과제빵> <재봉> <미용> 등 기술 수업을 원하

고 함. <인쇄기술학교> 운영을 할 경우 <기계 정비 및 A/S과정>을 VETA와 협의하
여 특화 기술교육 과정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됨.

고 있음. 또한 아이들을 동반해도 수업 가능하길 원하며, 100% 무상교육과 점심

• <인쇄기술학교>의 설립을 위해 본 단체는 UAUT와의 협력을 통해 키감보니 내

제공 등을 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교육의 경우 타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UAUT 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UAUT 경영학과와의 커리큘럼 공유등으로 학생들

있는 과정이며,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

의 역량 강화를 다방면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UAUT 협력인단에

지의 반대되는 의견도 있음.

탄자니아에서 기술학교를 운영한 담당자들이 있어 설립시 외부인력으로 도움이

• 키감보니 지역에는 UAUT와 연계된 <목공기술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6년 8월 폐교되었으며,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바이블 스쿨외에 전문적인

•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15년 정도 운영한 윤경훈대표가 현재 다르에스살람 언론

기술학교는 없었음.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기술 학교는 전무한 상황임.

학부 석사과정 중에 있음. 탄자니아와 한국의 인쇄 기술 및 상황, 교육 등 전문 분

다르에스살람에는 탄자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

야에 대해 능통한 담당자로 현지 사업 진행시 현지 담당 인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는 <국가 공인 기술학고 VETA>가 가장 크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술학

되며, 본 사업에 대한 윤경훈대표의 참여의사 또한 강함.

교로 확인됨. VETA의 경우 20개가 넘는 기술교육과정과 특화된 과정과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외부 기술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VETA
산하 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졸업장, 자격증, 취업, 제작 물품 면세 등의 여러 혜택
을 받을 수 있어 <인쇄기술학교>의 설립을 VETA 산하 기관으로 등록하여 커리
큘럼과 기자재 공유 및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논의하였음. 단,
VETA에서는 무상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인쇄기술학교>가 진행될 경우 운영에
따른 다각화된 재논의가 필요함.

• <인쇄기술학교>의 수혜대상을 미취업 취약여성이라는 광범위한 대상에서 본 조사
를 통해 2단계의 그룹을 설정하여 <전문 기술>과정과 <기초교육&기술>과정을 통
해 교육 수준별 개설을 하여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내실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
을 두고자 함. 이는 탄자니아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문해
가 가능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음. 중학교부터 이
중언어 정책으로 영어로 모든 교육이 진행되지만 중학교를 졸업해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입학과정에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 과정 선택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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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10.08
10.09
chapter 02

10.10

현지

인쇄소 전력 상황 및 태양광/디젤 발전기 현황 조사
다르에스살람 인쇄 밀집 지역 정탐
한인교회 방문 - 인쇄 및 디자인 담당자(한인) 미팅
한글 학교 방문 - 인쇄물 제작 현황 조사
1차 FGI - 교육수준 上 : Diploma & 고등학교 졸업 - 설문&인터뷰
1차 가정 방문 조사 - 관찰조사
2차 FGI - 교육수준 中 : 중학교 중퇴 및 졸업 - 설문&인터뷰

2016.10.04 - 10.14
10.11

2차 가정 방문 조사 - 관찰조사
탄자니아 Community Development Office 방문 / Gender &
Childern 담당자 및 국장 접견
3차 FGI - 교육수준 下: 초등학교 이수 이하 - 설문&인터뷰

10.12

3차 가정 방문 조사 - 관찰조사
탄자니아 국립 기술학교 VETA 방문

10.13

조사팀 최종 미팅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2016.08.17.- 08.19
2016.08.22.- 08.26

국내

2016.08.29. - 09.02
2016.09.05. - 09.13
2016.09.19. - 09.30

활동 내역 약술
탄자니아 국가 & 지역 정보 문헌 조사 : 탄자니아 정부 발행 문서

01

탄자니아 국가개발전략 및 개발협력 전략

조사 항목

KOICA 및 KIEP 탄자니아 관련 연구 자료 조사
사업지역 내 타 기관 활동 현황

1

타 국가 동 분야 기관 활동 현황
현지 조사 방법 연구 및 준비 - 설문지 작성법 외
이해관계자 인터뷰 방법, 조사 대상자 선별 및 일정 수립
지역조사 세부 계획 조율
한국 인쇄재단 / TARA TSP 미팅
사전준비 1차 파견 - 지역조사 사전 현장 준비

2016.09.23. - 10.01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2
3

방문 인쇄소 및 현지 전문가 미팅 조율

10.05
2016.10.04 - 10.14

10.06
10.07

다르에스살람 1차 인쇄 현황 조사 / 다르에스살람 타운 정탐

국내 유사 사업 담당자 미팅
-교육 과정 및 개설 유의점현지 인쇄소 및 설비 조사

5

(정부관계자, 지역 리더, 교육기관

문헌조사
- 국가개발전략, 개발협력 전략 외 -

조사 기간
8월17일~26일

문헌조사, 비표준화 인터뷰

8월29일~9월2일

비표준화 인터뷰

9월 20일, 23일

비표준화 인터뷰, 직접 관찰

10월 5일, 6일

설문조사, 비표준화 인터뷰, 직접 관찰

10월7일, 10~12일

비표준화 인터뷰

10월 6일, 11일

비표준화 인터뷰, 직접 관찰

10월 12일

이해관계자
담당자, 수혜자 등)

- 현지 조사 -

현지

다르에스살람 지역 조사
타 기관 학교 운영 현황 조사

4

이해관계자 일정 조율 및 섭외 정부 관계자 접견
수혜자 대상 사전 섭외 : FGI 교육 단계별 그룹 조성

탄자니아 국가 정보

조사 방법

6

현지 지역 정부 담당자 방문 - 지역 내
여성 사업 방향 및 취약 계층 실태

다르에스살람 2차 인쇄 현황 조사 /
키감보니 구청장 & 담당자 미팅

7

현지 유사 기관 방문

키감보니 지역 사회 공청회
키감보니 지역 관찰 조사(인쇄 판매 상품, 전력 상황 등 시장중심)

01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Ministry of Finance Dar es salaam and Office of
Chief Government Statistician President's Office, Finance, Economy and Development Planning Zanzibar), 2013,
Population Distribution by Age and Se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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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

초등학교 7학년(Standard VII)과 중등학교 4학년(Form IV)의 시험 탈락률은 80% 수
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등 및 대학 등록률은 저조하여 국제적으로 보면 144개국
중에서 각각 132위 및 13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학령기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1)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키감보니 중심) 지역 조사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오히

가. 조사 방법 : 국내 문헌 조사와 현지 직접 관찰 조사

려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다르에스살람의 인구가 4백만 명 가량으로 탄자니아
나. 조사 내용 :

본토 총 인구(약 4,400만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탄자니아 전체 평균 인구증가

• 국내 문헌 조사 : 탄자니아는 2014년 7%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6년 6.8%
02

율이 2.7%인 것에 반해, 다르에스살람은 5.6%의 증가율로 30개 주 중 가장 큰 인
05

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5번째, 전 세계에서는 11번째 로 빠르게

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생률뿐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성장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의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의 집중적인 투자 결과로 평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다르에스살람의 15세 이상 인구 중 타 지역 출신의 비율이

가되고 있으며, EAC(East African Community)회원국으로서 진행한 지역통합 프로

높으며, 다르에스살람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인구는 약 44.1%로 조사되었다. 특히

젝트(EAC국가 간 도로건설, 국경검문소 통합 등)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동

본 사업의 중심 지역인 다르에스살람의 키감보니(kigamboni) 지역은 다르에스살람

시간을 줄이고, 국가 간 관세철폐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인프

의 외곽지역으로 도시 빈민들과 취약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경제활

라 투자는 사업비용을 감소시켰으며, 개인/기업의 활동 반경을 확대시켜 새로운

동의 중심이 되는 다르에스살람 도심지역과 달리 내륙 국가들의 컨테이너 화물 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이 많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

•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OECD DAC 수원국

주민들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농촌을 떠나 온 어린 소녀들과 가족들의

(총 146개국) 중 최빈국(48개국)에 해당하고 있으며, ‘삶의 질 지수’라고도 불리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 해 온 여성 가장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매

UNDP에서 조사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0.488

춘에 뛰어든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 한 여성들은 가족

03

로 전체 188개 국가 중 151위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의 보살핌과 지원으로부터 유리되어 생계를 위해 매춘에 뛰어들게 된다. 이 지역의

0.502 보다도 낮은 것이다. 즉, 탄자니아의 경제 성장은 인간개발지수(HDI)로 이어

취약 여성은 빈곤 및 매춘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빠

지지 못한 성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 했다. 그 동안 높은 경

져 나올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미

제성장률과 국제개발협력을 동력으로 표면적인 빈곤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성년 매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미 세계시민사회가 우려한 바 있다. 특히 경제

의 28%(1,200만 명)가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또 1일 1.25달러

성장이 가져온 도시화와 세대 간의 갈등은 더 많은 거리 청소년을 양산하고 있으

04

06

07

로 연명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87% 를 차지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생활수

며, HIV/AIDS 및 성병의 확산, 범죄의 증가, 그리고 매춘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준을 짐작케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등록률이 높지만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져 외부의 자원과 인력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0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3개 국가(2014~2017년 연평균 성장률): 1위 에티오피아(9.70%), 2위 투트크메니스
탄(9.07%), 3위 DR콩고(8.62%), 4위 미얀마(8.30%), 5위 우즈베키스탄(7.87%), 6위 코트디부아르(7.80%), 7위 파
푸아뉴기니(7.60%), 8위 인도(7.57%), 9위 부탄(7.55%), 10위 모잠비크(7.30%), 11위 탄자니아(7.15%), 12위 르
완다(7.12%), 13위 중국(7.10%) [“The 13 fastest-growing economics in the world", Business Insider, 검색일
2015.10.27]_ 2015 아프리카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03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04 UNDP 홈페이지, http://hdr.undp.org/content/table-6-multidimenstional-poverty-index-mpi (검색일 2015.4.3.)

12

05 ‘2015 아프리카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 p.91.
06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1, Investigati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No.12 Tanzania children in
prostitution : A Rapid Assesment, p.ix>

07 탄자니아 15~49세 청년층의 약 5.3%(2014년 기준)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 World Bank 웹사이트.(검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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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접 관찰 조사 및 정부 담당자 인터뷰: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무역의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중심지 답게 도시화 및 선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였다. 세계 각국의 대사관 및 무

하지만 현재 구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며, 지역 통계자료가 미비한 점 등

역업을 위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에

정부 기관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실재 협력의 정도는 측정 불가한

서 근무하고 있는 고학력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아프리카 관광 중심지인 만큼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다르에스살람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서비스 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완료되어 운행

2) 인쇄 사업 & 인쇄소 운영 현황

중인 BTR버스 시스템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앑던 도시 거주자들의 큰 문제를 해
결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운에서 불과 배를 타고 5분만 가면 있는 키감보

가. 조사 방법 : 문헌 조사 / 직접 관찰 및 인터뷰

니 지역은 전혀 다른 환경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타운 맞은
편 바다를 사이에 둔 키감보니 지역은 도시 빈민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도시 노

나. 조사 내용 :

장자 최하위 계층들 그리고 타운에서 일자리를 잡기 위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

• 문헌 조사 : 현재까지 조사된 탄자니아의 인쇄사업 관련 문헌 자료는 전무하다.

다. 최근 키감보니 지역 개발 정책이 발표되며 구청이 새롭게 들어서 계획도시로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에서 지난 2006년 발표된 <케냐, 인쇄기기 시장현황 및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망>을 통해 탄자니아 인쇄 시장 성장가능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 배 선착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주거 지역을 중심으
로 작은 상점들과 노점상(미혼모 및 싱글맘)을 볼 수 있었다.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인쇄산업은 전체적으로 인쇄기, 변환기(Converters),포
장기를 다 합하여 140대 수준이며, 약 2만 5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어 앞
으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내재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케냐내의 인쇄 및 포장 산

<키감보니 지역 구청장 인터뷰>

• 2016년 10월 6일 • 참석 - 이창기 이사, 오은주 실장, 정현정 팀장, 박혜민 과장, UAUT 교육담당 디렉
터 Staney, 통역원 Daniel, 키감보니 구청장 Mr. Stephen Katemba

업분야에서 매년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만 1000
명이 넘는 직간접 고용 창출의 효자산업으로 파악되어 있다. (케냐 총 인구는 2005년
08

기준 약 3300만명)

동아프리카 내 인쇄시장은 달력인쇄, 포장인쇄, 각종 광고지 및

광고용 잡지 인쇄와 NGO 및 사회단체, 기관 등에 관련된 제작물로 파악된다. 대

• 내용 - 키감보니 구청은 최근 새롭게 설치된 정부 기관으로 키감보니 지역을 계획

부분 인쇄/출판의 초장기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되나, 점차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르에스살렘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

민간 출판업계가 성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교과서 및 참고서, 교재 제작이 외국계

황이며, 이에 상응해 현재 다르에스살렘의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직장

출판사 또는 외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역 수입되고 있어 내수 사업으로 유입되었을

인들의 출퇴근(평소 3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 출퇴근시간 2시간 소요)문제며 운송 문제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

로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다르에스살렘의 포스타와 가까운 키감보니 지역을 주거

• 직접 관찰 및 인터뷰

밀집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올해 초 다리(다르에스살렘 타운과 키감보니 연

- 인쇄

시장 : 무역 및 상업의 발달로 탄자니아의 인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결) 완공을 시작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발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고 판단된다. 교보재, 잡지, 신문과 같은 종이 인쇄에서부터 현수막, 옥외 광고,

위한 직업학교 및 교육 시설 유치를 위해 구청장은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협력

버스 광고 등 특수 인쇄까지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현재 핸드폰 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장의 확대로 인해 옥외 광고 시장이 더불어 커지고 있다. 또한 대형 쇼핑몰 및 마

키감보니 내 UAUT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이들이 키감보니
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후 다르에스살람으로 출퇴근이 가능
14

08 ‘케냐, 인쇄기기 시장현황 및 전망’, KOTRA 나이로비무역관, 2006.12.29

15

트들이 들어서며 내부 POP 및 인쇄물 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인쇄소 방문 및 인터뷰
업체명

Gold prnting

연혁

설립연도 2001년 15년 역사

인원

대표자, 디자이너, 제판기능사, 인쇄엔지니어, 후가공기능사, 영업부사원 총 6명

업체 규모
시설 내역

약 30여평의 오래된 단층 건물로 가리야꼬지역의

커져가는 탄자니아의 인쇄시장에 대비하여 대표자의 사업확장의 의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증가에 여성인쇄기능인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사려됨

• 마스터 인쇄 골목 : 한국의 충무로와 같은 곳으로 가리야꼬 지역에 위치. 개인이 운
영하는 작은 마스터 인쇄소들이 즐비해 있다. 대부분 1인 운영이거나 가족이 운영
하는 업체로 영수증과 노트 제작 등 마스터 가공이 가능한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

맥용 컴퓨터, 수동제판기,

다. 남성 운영자들이 대부분이나 인터뷰 결과 여성들의 진입도 가능하며, 협동조합

4색 하이델베르그 CYLINDER 인쇄기, 재단기, 제본기, 미싱/접지기
일반 4색도의 책자 및 인쇄물 생산 가능

대상 고객

대학교 등 관공서와 일반인 대상

등을 조합하여 운영할 경우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0월 09일 윤경훈대표 인터뷰 (다르에스살람 언론학 석사과정 중) 한국에서 디자인 회
사 운영.

구인의 방법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대면식 구인

여성인력
고용의 기대

접지 등의 후가공에서 여성인력을 고용할 의사 있음, 인쇄업체 초기의 단순한 기능의 인쇄기

디자이너의
급여 상태

비고

디자이너, 제판 및 인쇄, 후가공 기능인-20대 중 후반~40대 중 후반 / 경력: 5~10년 이상

소규모 인쇄업체들이 모여 있는 블럭에 위치함.

사업 규모

현재 근무인력의
연령과 경력

현재 근무인력의
연령과 경력

를 보유한 관계로 기술을 가진 여성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대표자의 의견이 있었음
디자이너, 제판 및 인쇄, 후가공 기능인-20대 중 후반~40대 중 후반 / 경력: 7년 이상

: 탄자니아의 인쇄기술은 현재 중하정도 되나 그 시장을 봤을때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시장임.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퀄리티를 끌어올리면 인근 국가(케냐, 우
간다 등)의 일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어

사업성 또한 좋음. 15년 이상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디자인에서 인쇄까지 전문
약 30~40만 실링

화되어 있어, 현지 파트너로 우수한 상황임. <인쇄기술학교>에 관심이 많으며 지
속적인 협력을 약속 받음.

업체명
연혁
인원
업체 규모

DTP
설립연도 2002년 14년 역사
대표자, 디자이너, 제판기능사, 인쇄엔지니어, 후가공기능사, 영업부사원, 관리부 등 총
30-35명
연면적 300여평의 2층 건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니코체니지역의

인쇄공정에 필요한 제판기, 인쇄기, 제본기, 미싱/접지기, 코팅기, 재단기 등 모든 시설이 구
비되어 있는 중형급 인쇄업체

사업 규모

일반 4색도 이상의 책자 및 포토북등의 상업용 인쇄물 생산 가능

대상 고객

안정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구인의 방법

형성된 네트워크와 직업학교(veta)를 통한 구인
인쇄전반의 과정에 필요한 인력은 물론 디자인실에만 6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전문고객응대

여성인력
고용의 기대

센터에 필요한 인력까지 배치해 놓은 업체로 이미 탄탄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 업체이며 직
업학교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함. 디지털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처하려는 대표자의 의지에 따
라 여성들이 충분한 능력을 구비한다면 여성인력의 고용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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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방법 : 비표준화 인터뷰 및 토론

대로변에 위치함.
맥용 컴퓨터 십여대 이상,

시설 내역

3) 이해관계자 조사 - 지역 공청회

나. 조사 내용 : 10월 07일 9시 ~ 12시 이해관계자 지역 공청회

• 장소 : UAUT 회의실
• 참석 : 이창기 이사, 오은주 실장, 정현정 팀장, 박혜민 과장, UAUT 교육담당 디렉
터 Staney(현지 조사원), 통역원 Daniel

• 이해관계자 - Placidia G Baromgo(키감보니 구청 소속), Bakari S Mnkeny(키감보니
구청 소속), Weja Petro(키감보니 초등학교 교사), Beninice Winsion(키감보니 초등학교
교사), Saudai Juma(키감보니 마을 리더), Eva Wilfed(UAUT 관리직원), Mariam(UAUT
관리직원), JAUA ALLY(마을 리더), Aziza M Salimini(키감보니 중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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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감보니 구청이 설립된지 1년이 안되어 아직 지역 사회를 총괄할 조사 및 자료가
미비하며, 개발 계획 등이 없어 NGO 및 대학 등 외부 단체의 활동을 유치하고 있
는 실정임.

• 키감보니 구청 내 Community Development Office 담당자의 협력 및 구청장의 협
력으로 차후 MOU를 통해 신뢰를 다지기로 함

• 취약 여성들의 경우 어린 아이들을 있는 가정이 많은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키감보니에 설치된다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 Bakari: 제 생각에는 교육커리큘럼을 만들 때 학업에 흥미가 없는 여성들이 많으니
만화나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 Aziza : 맞아요. 많은 제 친구들 중 스와힐리어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내용
이 재미없다면 금방 흥미를 잃을 꺼에요.

교육의 참여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 weja :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까?
• 이창기: 교육과 더불어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겠네요.

있어 지역의 유치원 및 탁아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저희는 이번 지역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모든 사람들에

등의 계획이 동반되어야 함.

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이 실행화가 된다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07일 키감보니 지역 공청회 일부 발췌 내용>

• 교육부 담당 스탠리와 이창기 부총장의 감사의 말씀
• Bakari: 키감보니에서 진행하는 지역조사 프로젝트에 대단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 Placidia : 키감보니 지역을 위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곳에 계획
하시는 기술센터에 대해 저희는 이미 대찬성입니다.

• Beninice : 여성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추후에는
취약소년들을 위한 기술학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세요.

• Eva : 이곳에 많은 취약 여성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akari : 계획하시는 지역조사가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인가요?
• 이창기 :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성을 위한 인쇄기술교육센터가 세워진다면 여성
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 Bakari: 우리의 문화는 여성들이 먹고사는데 힘든 문화가 많습니다. 여성을 위한
기술센터가 만들어지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Mariam :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뿐 아니라 정

흡합니다. 요즘 다르에스살람에서는 사람들이 티셔츠 프린팅 같은걸 많이 합니다.
오랜시간 중고 옷만 구매해 입다가 새롭게 디자인해 입을 수 있으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알리는 것을 좋아하니 다양한 인쇄분야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 Beninice : 수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으실 건가요? 여성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듣게 하기 보다는 소량이라도 수업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
게 수업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 이창기: 네 수업료는 Weja의 의견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교육센터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배우기 위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을 배워 돈을
벌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와줬으면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방안은 앞에
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Placidia : 이곳에는 그림으로 돈을 번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성들에게 컴퓨터로
디자인을 가르치고 인쇄기술까지 가르치면 자립에 도움이 될 거에요.

신교육을 같이 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 JAUA : 저희 마을에는 돈을 벌고 싶어도 아이들이 어려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

그리고 돈을 벌어가며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키감보니 구청에서 도움을 줄

습니다. 기술학교에서는 이 점을 꼭 고려해 아이 엄마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수는 없나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 Placidia : 아시다시피 키감보니 구청은 설립된지 아직 1년도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지역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인 정책이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UAUT나 IEDCU처럼 외부의 좋은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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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ari: 인쇄기술이 정말 다양한거 같아요. 여기는 특히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미

• Eva : 네. 좋아요. 저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Placidia : 저희도 요즘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SNS (왓
19

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하며 현장소식을 전

- 설문지 작성 결과 -

하면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겁니다.

• 이창기 :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현장의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데 들
을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연령

10대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4

6

1

2

대학졸업

10명

빈도

30대 중반

• Bakari: 이번 지역조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으로 키감보
니 여성들을 위해 교육센터가 지어지길 희망합니다.
<끝>

1.최종학력

고등 3학년

2.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
재정문제

교보재 및 교사 부족

작성안함

9

3

1

무직

판매업(의류)

사무직

11

1

1

미혼

기혼

작성안함

12

1

0

비동거

작성안함

30대

40대 이후

4) 수혜 대상 조사 I - Focus Group Interview
가. 조사 방법 : 인터뷰 / 설문조사
나. 조사 내용 :

• 1차 FGI - 교육 수준 上
• 10월 10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참가자 : 오은주실장, 정현정팀장, 박혜민과장,UAUT 교육담당 디렉터 Staney(현지

3. 직업

4. 결혼 유무

5. 기혼인 경우 남편과의 동거 유무

조사원), 현지 조사원 Mariam, Safi, 통역원 Daniel /

동거

• 수혜대상자 13명 참석 : Shukran Kisa, Naima Ababallah, Aistidia Gosbert, Judish
Seuenease, Amina Faiawt, Hellen Tinanzila, Mercy Samwel, Josephiya Thawe,

3명

1

6. 기혼인 경우 남편의 나이

Salma Mbwana, Tackline Makotha, Jaky Yam Sawein, Kalilia Saldoiny, Amanda

20대

Yo Hamain

1

6-1. 기혼인 경우 남편의 직업

- 내용 -

엔지니어
1

A. 각자 소개
B. IEDCU 소개
C. <인쇄기술학교> 프로젝트 소개

7. 기혼인 경우 남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얼마나 가능한가?
매우만족

만족

부족

매우부족
1

D. 설문지 작성
E. 의견 청취

20

수입없음

8. 한달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모름

15만실링 이하

15만실링 이상

20만 실링 이상

7

3

2

1

21

Mwamtoro Kulma, Fadya Mohamedi

9. 자녀 유무
없음

1명

2명

10

2

1

3명 이상

- 내용 A. 각자 소개

10. 직업교육학교를 다닐 의향
있음

없음

11

2

B. IEDCU 소개
C.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소개
D. 설문지 작성

11. 관심있는 직업교육 분야는? (중복선택 가능)
인쇄

농업

양계

목공

9

3

2

1

언어

컴퓨터

재봉

기타

E. 의견 청취

4

12. 인쇄 종류에 대해 아는 대로 작성

- 설문지 작성 결과 -

의류

도서물

홍보물

웹디자인

기계화

글자인쇄

2

7

1

1

1

1

연령

10대

20대 초반

빈도

2

5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3

13. 생활에 필요한 인쇄기술은? (중복선택 가능)
도서 제작

현수막

명함

스티커

11

3

4

5

기타

14. 인쇄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있음

없음

13

0

도서제작

웨딩카드

명함

스티커

간판

11

2

5

4

3

12

중

영어
하

3

중학교 졸업

7명

재정문제

교보재 및 교사 부족

작성안함

8

-

2

무직

사업

작성안함

7

1

2

미혼

기혼

작성안함

7

3

0

비동거

작성안함

20대

30대

40대 이후

1

1

3. 직업

16. 자신의 언어 역량 체크

상

중퇴

2.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

15. 인쇄기술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기술 분야는?

스와힐리어

중학교

1.최종학력

4. 결혼 유무

컴퓨터

상

중

하

상

중

하

6

5

1

5

3

3

5. 기혼인 경우 남편과의 동거 유무

• 2차 FGI - 교육 수준 中 (중학교 중퇴 이상)
• 10월 11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참가자 : 오은주실장, 정현정팀장, 박혜민과장,UAUT 교육담당 디렉터 Staney(현지
조사원), 현지 조사원 Mariam, Safi, 통역원 Daniel

• 수혜대상자 10명 : Joyce M Lugendo, MAriaf Niambula, Pili Bakari , Mwanahija

동거
2

6. 기혼인 경우 남편의 나이

Ismaili, Happy Nyaoje, Prisca Moses, Faraja Cfiarles, Stephamia Kawonga,
22

23

6-1. 기혼인 경우 남편의 직업

16. 자신의 언어 역량 체크

작성안함

스와힐리어
상

만족

중

하

6

7. 기혼인 경우 남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얼마나 가능한가?
매우만족

영어

부족

매우부족

1

2

수입없음

8. 한달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모름

15만실링 이하

15만실링 이상

7

1

2

없음

1명

2명

5

2

상

4

컴퓨터

중

하

3

7

상

중

하
10

• 3차 FGI - 교육 수준 下 (중학교 중퇴 이하,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
• 10월 12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참가자 : 오은주실장, 정현정팀장, 박혜민과장,UAUT 교육담당 디렉터 Staney(현지

20만 실링 이상

조사원), 현지 조사원 Mariam, Safi, 통역원 Daniel

• 수혜자 참여 10명 : Naima Abdallah, Lidia Chaula, Lucy Samson, Asia tahya,

9. 자녀 유무

Khadja Abdwan, Aaness Godfrey, Stephamia Wambura, Carol Zolma, Maria
3명 이상

samilo, Zagade Salfa

10. 직업교육학교를 다닐 의향

- 내용 -

있음

없음

작성안함

5

1

4

A. 각자 소개
B. IEDCU 소개

11. 관심있는 직업교육 분야는? (중복선택 가능)
인쇄

농업

양계

목공

6

언어

컴퓨터

재봉

1

1

2

C.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소개

기타

D. 설문지 작성
E. 의견 청취

12. 인쇄 종류에 대해 아는 대로 작성
도서물

스티커

글자인쇄

모름

7

1

1

1

- 설문지 작성 결과 -

13. 생활에 필요한 인쇄기술은? (중복선택 가능)
도서 제작

현수막

명함

스티커

작성안함

6

5

4

1

1

10대

20대 초반

빈도

4

1

있음

없음

7

3

웨딩카드

명함

6

5

3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 이상

1

1

1

1

1

흥미없음

재정문제

3

건강문제

작성안함

5

2

2.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무엇인가?

15. 인쇄기술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기술 분야는?(중복선택 가능)
도서제작

20대 중반

1. 학업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조혼

14. 인쇄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24

연령

스티커

간판

직물짜기

가축

판매

집안일

양육

재봉

2

4

4

4

1

1

3. 생계 유지 수단?
음식판매

가축

밭농사

프리랜서(일용직)

무직

3

2

1

1

2

25

4. 결혼 유무

13. 생활속에서 어떤 인쇄물을 접해보았나?
미혼

기혼

작성안함

7

1

2

도서

5. 기혼인 경우 남편과 동거 유무

현수막

명함

스티커

웨딩카드

1

7

1

1

14. 인쇄기술 교육 센터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동거

비동거

작성안함

있음

없음

9

1

1

6. 기혼인 경우 남편의 나이

16. 자신의 언어(스와힐리어) 역량 체크

20대

30대

40대 이후

스와힐리어 읽기

1

6-1. 기혼인 경우 남편의 직업

스와힐리어 쓰기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5

1

4

4

1

5

6

1

3

어부

17. 자신의 언어(영어) 역량 체크

1

영어 읽기
상

7. 기혼인 경우 남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얼마나 가능한가?
매우만족

만족

부족

매우부족

스와힐리어 말하기

수입없음

영어 쓰기

중

하

4

6

상

영어 말하기

중

하

3

7

상

중

하

2

8

1

8. 한달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모름

15만실링 이하

15만실링 이상

20만 실링 이상

30만 실링 이상

1

3

3

1

1

- 설문지 ◈◈A형. 중학교 중퇴 이하

9. 자녀 유무
없음

1명

4

1

2명

3명

4명

5명이상

2

Survey

2

Date                       

10. 직업교육학교를 다닐 의향
있음

없음

Age          

작성안함

9

1

Type1

11. 관심있는 직업교육 분야는? (중복선택 가능)
인쇄

농업

6

1

양계

목공

언어

컴퓨터

1

재봉

요리

1

1

2시간

Please makes answer who had no school education opportunities.
1. What is why you had not been able to receive school education?
1) Early marriage 2) didn’t want to study 3) was no money 4) health reasons

12. 직업학교를 다닐 경우 하루 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Occupation                    

3시간

4시간 이상

7

3

5) Other (please fill out) :                         

2. During a day, what do you most spend a lot of time doing?
Answer                                 

26

27

3. What kind of money through work?
Answer                                

15. please check on something that you can do.
1) reading of Swahili : good fair

poor

4.Are you married?

2) writing of Swahili : good fair

poor

1) Yes 2) No

3) speaking of Swahili : good fair

5. Do you live with your husband?
1) Yes 2) No

6. [Answer only who live husband] What is your husband’s age and occupation?
Age          

Occupation                    

poor

4) reading of english : good fair

poor

5) writing of english : good fair

poor

6) speaking of english : good fair

poor

7) other possible (please fill out) :                      

7. [Answer

only who live husband] How is it possible to keep you and your family’s
life with your husband’s income? (Mark the number)

◈◈B형. 중학교 졸업 이상

1) Very good enough 2) enough 3) not enough 3) too low 4) no income

8. How much is the cost of living necessary for a month on average to your family?
Answer                                

9. Do you have any children? How many?

Survey
Date                       
Age          

Occupation                    

Boys              Girls                   

10. If
 you have a chance to go to vocational school, do you want to go to?
(Mark the number)

1) Very, I want to go 2) I want to go 3) I don’t want to go 4) I’m not interested
in it at all

11. If you can go to vocational school, what is most class you want to learn?
1) Printing 2) agriculture 3) poultry 4) carpentry 5) language
6) computer 7) sewing 8) other (please fill out)

12. If you go to vocational school, how many hours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class?
1) 1 hour 2) 2 hours 3) 3 hours 4) over 4 hours

13. have you ever seen these printing in dar es salaam? ( Mark the number)
1) print books 2) banner 3) name card 4) sticker

14. are you interested vocational school what can learn about printing?
1) Very, I want to go 2) I want to go 3) I don’t want to go 4) I’m not interested
in it at all

Type2
Please makes answer who had school education opportunities.
1.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k the answer)
1) Primary school : grade 1 2 3 4 5 6 7 graduation
2) Secondary school : grade 1

3) High school : grade 1 2 3 graduation

2.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maintaining your study in school?
Answer                                

3. What do you working now? What is the reason to do the occupation?
occupation           

reason                 

4. Are you married?
1) Yes 2) No

5. Do you live with your husband?
1) Yes 2) No

6. [Answer only who live husband] What is your husband’s age and occupation?
Age          

28

2 3 graduation

Occupation                    
29

7. [Answer

only who live husband] How is it possible to keep you and your family’s

5) 수혜 대상 조사 II - 가정 방문

life with your husband’s income? (Mark the number)
1) Very good enough 2) enough 3) not enough 3) too low 4) no income

가. 조사 방법 : 직접 관찰 및 인터뷰

8. How much is the cost of living necessary for a month on average to your family?
Answer                                

9. Do you have any children? How many?
Boys              Girls                   

10. If
 you have a chance to go to vocational school, do you want to go to?
(Mark the number)

1) Very, I want to go 2) I want to go 3) I don’t want to go 4) I’m not interested

나. 조사 내용 : 생활 환경, 수혜자 가족 인터뷰, 기술교육 참여 의지 등
10월 10일 여성 I _ Mercy / 28세

• 고향은 우간다 국경 접경 지역
•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 경영학 전공
• 다르에스살람 타운에 직장을 구하려고 현재 친구와 키감보니 UAUT 앞 원룸에서
생활 중

• 한 달 월세 약 80,000Tsh로 UAUT 경비의 월급이 150,000Tsh와 비교했을 때 높은

in it at all

11. If you can go to vocational school, what is most class you want to learn?
1) Printing 2) agriculture 3) poultry 4) carpentry 5) language
6) computer 7) sewing 8) other (please fill out)

12. please write as soon as you know about the print.
Answer                                

13. what

do you think the most necessary printing technology in our life? ( Mark the
number)

금액임.

• 친구와 함께 거주 중이라 월세 부담이 낮지만 소득이 없어 장기간 거주는 어려운
상태임.

• 침실 겸 부엌, 화장실
• 2달 정도 거주 후 취업이 안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
• 구직 방법 : 온라인 구직 사이트(zoom.co.tz / Monday jobs 외) 와 광고, 지인 소개 등
• 생애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 의사 : 대학 전공을 살려 NGO 또는 마케팅 부서에

1) print books 2) banner 3) name card 4) sticker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구직 활동 이후 안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일자리를

5) other (please fill out)             

알아보려고 함. 현재로는 기술 재교육을 원하지는 않으나 현재 탄자니아 대통령이

14. are you interested about printing?
1) Very much 2) yes, I have it 3) I don’t have it 4) I’m not interested in it at all

새로 선출된 후 경재상황이 악화되고 취업이 어려워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
을 듣고 있는 중임.

15. are you interested vocational school what can learn about printing?
1) Very, I want to go 2) I want to go 3) I don’t want to go
4) I’m not interested in it at all

16. please check on something that you can do.
1) Swahili : good fair

poor

2) english : good fair

poor

3) computer : good fair

poor

4) other possible (please fill out) :                

10월 10일 여성 II_ Naima / 22세

• 어머니, 동생과 함께 거주
• 키감보니에서 태어나 공부
• 마케팅 파트 구직 희망. 다르에스살람에서 인턴쉽 2개월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친구들 대부분 결혼. 20살~22살 결혼
• 공무원이였던 아버지의 유산으로 유복히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대학
까지 졸업.

• 본인은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어머니와 인터뷰 진행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
30

31

옴. 현재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음.

• 돈을 바로 벌수 있는 단기 기술로 재빵이나 요리 수업을 원함.
• 스와힐리어 읽기/쓰기 조금 가능

• 기술교육에 관심은 있으나 결혼을 할 경우 모든 학업은 중단되기 때문에 큰 의지가
보이지는 않음.
10월 10일 여성 III_ Salma mbwana / 25세

• 6자녀 중 4째. 부모님과 동생들과 거주.
• 아버지가 군인 은퇴 후 집에서 과일 상점을 하며 생활
•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대학 졸업
• 키감보니에서 다르에스살람까지 페리(배)를 타고 통학
• 취업 의사 없음. 재교육 의사 없음.
• 결혼하기 위해 집에서 준비중이라고 함.
• 동네 친구들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대부분 10대때 결혼을 하
고 이후 경제활동을 위해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거나 빵을 구워 판다고 함.
10월 11일 여성 IV_ Maliam / 21세

• 어머니와 키감보니 거주
• 중학교 졸업 후 무직
• 키감보니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 어머니와 과일을 팔고 있음
• 스와힐리어 읽기/쓰기 가능. 영어 말하기 조금 가능
• 희망 기술 교육 : 미용
• 인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교육 후 취업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 함.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됨. 아빠는 다른 부인과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음.

10월 11일 여성 VI_ keicy / 18세

• 중학교 중퇴. 부모님과 거주
• 현재 무직. 지난 달까지 건설현장에서 돌 나르는 일 함
• 일용직으로 한달에 약 100,000Tsh 정도 범
•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돌 나르는
일이라도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키감보니 지역
에는 거의 없음.

• 인쇄기술을 배워 평생 돈을 벌 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교육을 받고 싶어함.
• 스와힐리어 문해 가능. 영어 읽기/쓰기 조금 가능
10월 12일 여성 VII_ Juma / 25세

• 초등학교 졸업. 무직
• 혼자 방을 하나 임대해 공동주택에서 거주
• 엄마는 고향인 므완자에 거주. 자매들이 다르에스살람에 살고있으나 도움 못 받음
• 얼마전까지 만다지와 우갈리 만들어 길에서 팔았음. 그러나 주변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많이 팔리지 않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음.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
황임.

•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어함
• 희망 기술 교육 : 제과제빵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함
• 스와힐리어 쓰기/읽기 약간. 영어 불가능

• 하루에 많으면 20,000Tsh 못 버는 날도 많음.
10월 12일 여성 VIII_ Amalia / 38세
10월 11일 여성 V_ Merina / 17세

• 중학교 중퇴. 아빠의 결혼 강요로 가출하여 이모 집에서 살고 있음
• 청소 일과 목공소에서 왁스 칠 일을 가끔 함. 고정 일 없음
• 기술 교육을 받고 싶으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면 결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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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받은 경험 없음. 무직
• 자녀 4(아들1, 딸3)
• 다른 집 일을 도와주거나,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해 돈을 벌고 있음.
• 자녀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책이나 교보재는 못 사주고 있음.
• 돈을 벌어 자녀들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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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딸은 군인, 작은딸은 선생님이 꿈이며, 아들도 군인이 되고 싶어함.
• 본인이 고정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큰 딸이 곧 고등학교를 가야하는데 못 보낼

인쇄기능인
교육

인쇄과에서는 모든 학생이 인쇄의 기초에서 그래픽 툴의 습득, 생산품 제작까지 전 공정을
2년에 걸쳐 트레이닝을 받으며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수 있음. 적은 돈이라도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면 생활이 더 편할 것이라고 함.
10월 12일 여성IX_ Salva / 35세

• 초등학교 중퇴.
• 음식을 만들어 돌아다니며 팔고 있음. 이웃 주민들 집 도와줌.
• 자녀 3(딸2 아들1)
•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시간이 되면 같이 음식을 팔러 다님
• 공동주택에서 방2를 얻어 살고 있음
• 부엌은 마당에서 화로를 피워 음식을 함.
• 지금처럼 음식을 내다 팔면 시간을 조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받고 싶으며, 딸이 초등학교 졸업 후 기술교육을 시키고 싶

One of Function
of Veta

To promote access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dvantaged
groups.

VETA - 교육 디렉터 Abibub 인터뷰
-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탄자니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약 22개 정도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만약 VETA 산하 기관으로 등록을 한다면 많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음.
- 다르에스살람 VETA의 본 교육장은 무료 교육 임.

비고

- 만약 VETA 산하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무료 교육을 원하고 있음.
- 인쇄기술의 경우 탄자니아 내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VETA내에서도 여학생의 비중이 더 큰 과정 중 하나임.
- 인쇄기술교육은 디자인에서부터 인쇄, 재본 등 후가공까지 전과정을 하고 있어 업체에서
직접 VETA에 방문해 학생들을 선발하여 고용하고 있음.
- VETA의 산하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등이 있으니 사전 협력하여 준비
해 나갔으면 함.

어함.

6) 유사 기관 조사

04 변화의 영역 ---------------------------------------------------------------

가. 조사 방법 : 직접 관찰 및 비표준화 인터뷰

가. 주목 분야

나. 조사 내용 :

원래 본 사업은 미취업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직업학교
연혁
미션과 비젼
규모

Veta(The Vocational Educational and Training Authority)

사업대상자를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여 2가지 그룹으로 선정.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야 할

설립연도 1994년

것 으로 보임. 디플로마 과정이수자의 경우 가정의 경제상황이 뒷받침 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경제발전과 글로벌 현황에 걸맞는 효율적인 제도와 협력, 후원을 통해 현 경제시장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다른 그룹에 비해 약하며, 취업을 원하더라도 사무직이나 공무원을

요구하는 직업전문인의 양성
22개 과목에 1000여명의 학생
각 지역별 분교와 부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입학 조건
과목의 분포
교육기간
향후취업률

Graduation of Secondary School

원하고 있음. 때문에 기술 교육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음.
본 사업의 대상자를 교육과정 이수별 그룹이 아닌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 기초 문해
정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선정하고자 함.

인쇄의 전공정, 패션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직업연계교육 22개 과목
2년
50-60%

인쇄기술학교 커리큘럼의 경우 인쇄 전체 분야를 포함하기에 교육대상자의 이해 정도
와 참여 정도에 문제로 장기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 인쇄 분야를 고려해야 함. 현재
경제 활성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기업 광고나 옥외 광고를 위한 현수막 및 옥외광고 전
문 인쇄과정을 고려해야 함. 더욱이 여성의 경우 디자인 과정과 후가공 과정에 특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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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특수 채용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인쇄기술의 경우 탄자니아 국립기술학교인 VETA에서만 진행되는 특수 과정으로 현
재 인쇄소 및 인쇄시장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키감보니 취약여성의 경우 일용직이나 노점상 등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고정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개별활동

지표

기준치

자료수집 방법

1) 입학 시험

1-1)스와힐리어 읽기 /쓰기

0%

레벨 테스트

(수업 과정 구분)

1-2)영어 읽기 / 쓰기 / 말하기

0%

레벨 테스트

2) 기초교육과정

기초교육 수료율

50%

3) 기술교육과정

직업교육 수료율

30%

4) 교육 기자재 지원

인쇄 설비, 교육 설비

0%

학교 기록
자체 문해율 테스트 실시
기술학교 기록
자체 자격 시험 실시
시설완비 100%

나 기타 기관의 지원이 전무함. 대부분 기초 문해 능력 부족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
이 어려운 주민이 대다수이며, 여성의 사회 활동 및 참여율이 낮으며, 대부분 가족/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음.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의 경우 전문화된 생애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본 단체는 다년간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 가장 큰 문제는 취약여성들 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

사업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음빙가니 지역에서 취약여성을 위한 보석가공

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 만나 볼 수 있었

학교를 운영하였음.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직업기술학교를 개발하여 지역의 취약

음.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지쳐있는 여성들이 생계형 성매매에 빠지거나 약물 중독

여성들을 전문인력으로 키우는 일을 해오고 있어, 본 <인쇄기술학교> 운영에도 특장점

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음. 아직 키감보니 지역은 위치적으

을 지니고 있음. 더욱이 키감보니에 위치한 UAUT(탄자니아 연합대학)과의 협력관계로 현

로 도심이지만 시골과 같은 상황이라 이러한 성매매와 약물 중독, 에이즈 문제들로

지화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된 교수진 확보와 지원이 가능함.

어린 여성들이 빠지지 않도록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한국의 서울인쇄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 파견과 기초 커리큘럼 셋팅 등이 가능할

• 교육의 수준이 낮을수록 새로운 교육과 활동을 원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일용

것으로 보임. 또한 로컬 파트너로 탄자니아 정부의 Gender&Children 부서 담당자가 연

직과 노점을 하며 소득 창출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 더 높은 소득을 원하며

결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 또한 적극적인 상황임. 본 조사를 통해 다방면의 교육학 전문가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이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적극적

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지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조직화할 수 있음.

인 참여를 표현하고 있음.

신규 사업을 위해 사업 대상지와 분야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현지의 요청과 수요와 현
지 협력 단체들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기에 본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중단의 위험
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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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05 인쇄소방문_ 골드 프린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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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0/05 인쇄소방문_ 골드 프린팅 3
04 10/06 키감보니 구청장Stephen Katemba 미팅
05 10/05 다르에스살람 타운 출력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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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지역사회 공청회
10/07 지역사회 공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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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

27

28

29

30

23
24
25
26

42

10/12 3차 FGI
10/12 3차 FGI
FGI & 가정방문 답례품 포장
FGI & 가정방문 답례품 포장2

27
28
29
30

33

35

34

10/10 가정방문
10/10 가정방문
10/11 가정방문
10/11 가정방문

31 10/11 가정방문
32 10/11 가정방문
33 10/12 가정방문

36

34 10/12 가정방문
35 10/12 가정방문
36 10/11 탄자니아 정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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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37

38

본 조사를 통해 <인쇄기술학교> 설립 타당성과 중요성은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
으며, 교보재뿐 아니라 다르에스살렘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옥외광고 및 POP 등 다양
39

40

한 인쇄사업 분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르에스살렘의 인쇄 수준은 중
하위이며, 인쇄 시장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준 향상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특화된 전문 인쇄 분야 시장을 개척함으로 비단 키감보니 지역의 취약여
성들의 소득창출에서 나아가 탄자니아 경제상황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예측됩니다.
본 조사의 계획단계에서 구상된 포괄적 인쇄교육이 아닌 세부화되고 특화된 전문 인력
을 위한 인쇄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여성들이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정된 학교 운영을 위해 탄자니아 국립 기술학교인 VETA
와의 협력을 기본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 VETA 산하 기관으로의 등록을 목표로하여
기자재, 설비, 규모, 규약 등을 맞춰 나가 학교의 규모 및 위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2017년 UAUT(탄자니아 연합대학, 키감보니 소재)와의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의 현지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특화된 기술 분야를 위해 취약 여성들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급선무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을 위해 유아 탁아시설 및 환경 마련을 위해 키감보니 구청과의 협력 사
업도 구체화 할 예정이며, 2017년 1월부터 탄자니아 지부 설립을 통해 이창기이사의 현

41

37 10/12 VETA 관계자 및 디렉터 미팅
38 10/12 VETA 관계자 및 디렉터 미팅
39 10/12 VETA 시설투어

44

지 근무는 본 사업의 현지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 10/12 VETA 시설투어
41 10/12 VETA 시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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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46

국제의료협력단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스와질랜드 만지니
47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스와질랜드 가임기 여성과 산모, 아동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감염성 질병
조기진단 실시 및 이동진료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삶의 질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 현 스와질랜드의 모자보건 및 보건의료 시스템 파악하여, 궁극적인 문제점 및 해결 가
작성자

국제의료협력단(PMCI)

박시원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조사 목적

능한 방안도출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기초보건

• 만지니 지역의 보건의료현황 파악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 확인
• 본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예상가능한 문제점 대비
• 현지 만지니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파악 (의료진 수, 부족한 의료기자재 등)
• 지역 내 타 기관(지역보건당국, 중앙보건부, UN, NGO 등)의 활동조사
• 지속가능한 효과성을 위한 사업의 세부 활동 계획 수립

122**

스와질랜드 만지니 지역 소외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진료’지원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 가

지 역

스와질랜드

만지니 지역

대상 국가 및 지역
수도 음바바네에서 50~100km 거리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4일 ~ 9월 11일 (총 7일)

조사기간

49

- 현지 조사 참여

조사 결과

4

현지 간호협회 등록 간호사

임하리

Swakor Medical Center

chapter 02

- 조사팀 방문 이후 사업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지역 방
문, 자료 정리 분석 및 조사내용 보완
- 현지조사 내용 정리 및 자료수집, 보완
- 인터뷰, 자료분석 정리 및 자문

5

김선영

6

남상윤

前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 현지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인터뷰 참석

Swakor Medical Center 내과의사

- 조사팀 자료 분석 및 자문

PMCI 스와질랜드 지부장
Swakor Medical Center 산부인과의

- 현지 조사자료 분석 자문

사
7

정호영

현지주민, 통역

01 일정별 조사 활동

- 현지 지역조사 인터뷰 통역

-------------------------------------------------------

◎◎조사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기간

조사 기간

활동 내역 약술

〈문헌자료 수집〉

1

지역정보 조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8/17 ~ 9/2

2

분야별 이슈(사업분야)

문헌조사 및 현지 인터뷰

3

지역 내 타기관의 활동현황

현지 인터뷰

9/4 ~ 9/11

- 현지조사 실행계획서 작성

4

이해관계자 정보

현지 인터뷰

9/4 ~ 9/11

- 현지조사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정 및 구체화 작업

5

범분야 이슈

현지 인터뷰

9/4 ~ 9/11, 9/12 ~ 10/15

- 국가 및 지역정보, 국가 보건정책 및 활동 중인 NGO 기관 및 의료기관

8/17 ~ 9/2, 9/4 ~ 9/11

〈현지조사 사전 준비〉
- 현지 방문 가능한 정부 부처 및 기관 리스트 업

〈문헌자료 수집〉
- 문헌자료 결과 분석

◎◎조사팀 구성
이름
1

박신애

소속/직위
예수병원 소아과 / 과장

역할

국
내

8/17 ~ 9/2

- 인터뷰 대상별 현지 조사방법 계획

- 사전조사 실행계획서 및 조사 자료 분석 자문

-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지역조사 Assessment교육〉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박시원

국제의료협력단 / 팀장

- 현지방문일정 준비

- 지역조사 위한 방법 및 타 단체사례연구를 통한 실무교육

- 설문지 및 질문지 등 사전조사 방법 자료 작성

〈현지조사 사전 준비〉

- 현지 조사 인터뷰, 현지 자료 수집

- 현지 기관 방문 및 가정 방문 일정 확정

- 현지 조사자료 분석 및 현지자료수집

- 현지 조사 보고서 최종 검토 및 추가 보완

- 현지 문헌자료 수집 총괄

9/12 ~ 10/15

- 현지 이해관계자 분석 및 인터뷰 일정 조정
3

김한기

현지코디네이터

- 현지 지역조사
- 설문지 및 질문지 등 사전조사 방법 자료 작성
- 조사팀 이후 사업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지역방 문하여
자료 정리 분석 및 조사내용 보완

50

- 현지 기관 내 사전 협조 요청 및 일정 구체화
- 현지 방문 관련 로지스틱 준비

- 사전조사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현지와 교류

2

〈현지조사 사전 준비〉

현
지

9/4 ~ 9/5
9/6

〈현지조사 이후 조사내용 총정리 및 내부 논의 진행〉
- 컨설팅 데이 참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외부 자문의뢰
- 인천에서 스와질랜드 이동
- 현지 조사계획 검토

〈스와질랜드 현지조사를 위한 내부 회의 및 방문 일정 협의〉
- 보건부, 국무총리실 등 방문기관 일정 점검 및 인터뷰 내용 검토

51

〈보건부 국장 미팅〉

〈분야별 이슈〉

- 본 지역조사 및 사업에 대한 목적 및 정보 공유

•스와질랜드 국가 보건 정책 및 현황

- 정부 보건정책 및 현황자료 파악

2

- 만지니 지역 내 이동진료 단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현황 파악

-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 이동진료 진행하는 유관기관 현황 및 유관기관 연락처 요청

- 국가

의료기관에서의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 정부 관계자의 협력 가능성 논의

•만지니 지역 주요 의료기관 현황

〈지역 클리닉 방문〉

- 환자

수 및 주요 발병 질환

- 아웃리치 진료팀과 합류하여 진료현황 파악
9/7

- 환자군 및 의료진 현황 파악

〈RFM병원 방문〉

- DPM(Deputy Prime Minister) 오피스의 역할 및 사업현황 파악

3

- 보건관련 스와질랜드 왕국정부의 정책 및 향후 계획 파악

-현
 보유 기자재 및 필요 기자재

- 보건국 자료

- 의료진

역량 파악 (의료진 수, 교육 수준, 의료진의 급여, 타

- 세계은행 자료

9/14 ~ 9/30
9/4 ~ 9/11
9/14 ~ 9/30

•현지 조사
- 인터뷰

- 이동진료 서비스 활동 기관
-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

•현지조사
- 인터뷰

9/4 ~ 9/11
9/14 ~ 9/30

- 지역 내 NGO 및 국제기구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 내역

- 본 사업관련 제공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수요파악
- 정부의 재정 및 이동진료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 논의

〈이해관계자 정보〉

〈RHM(이동진료관련 정부협력기관) 방문〉

•지역 공무원 및 중앙정부 보건부 인력

- RHM(Reginal Health Office of Manzini)의 이동진료 현황 및 환자수, 주요 발병

-현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 및 타국가 지원에 대한

질환, 의료진 역량, 의료기자재 파악

태도
- 협력 가능성 파악

- 정부의 이동진료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재정기여도 파악

•마을 지도자 및 마을 구성원

- 이동진료 운영자금 조달 및 이동진료 인력구성 파악
- RHM과의 이동진료 협력가능성 논의

- 마을

지도자의 태도

〈현지조사내용 중간 분석 및 지역조사사업 내부회의〉

4

- 진행사항 점검 및 일정조정

9/10 ~ 9/11

•문헌조사

9/4 ~ 9/11

〈지역 내 타 기관(NGO, 정부,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DPM 부총리실 미팅〉

9/9

- 인터뷰

스)

이동진료 관련 본 사업과 연결 및 협력 가능성 파악

9/8

료
•현지 조사

- 스와질랜드

- 의료기자재

조달 방법 (국가 내 조달 가능여부 및 통관 서비

- 이동진료 인력 및 약품, 기자재, 진료과목, 시행횟수 파악

- 지역 보건당국 자

-각
 의료기관 별 가능한 커버리지

국가 이탈정도, 지역별 의료진 수준 파악 등)

- 이동진료 서비스 제공 여부 파악

현
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수

•문헌조사

- 마을 구성원의 태도
- 협력 가능성

•현지조사

9/4 ~ 9/11

- 인터뷰

9/14 ~ 9/30

•현지조사

9/21 ~ 9/30

•지역 가임기 여성

〈현지조사팀 평가회의〉

- 가임기여성의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정도 파악

- 현지조사 내역 정리 및 자체 평가 및 향후계획 및 추후 조치 협력사항 논의

- 전통적인

모자보건에 대한 문화적 관습 및 문제점 파악
-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스와질랜드 – 인천 이동

•사립의료기관 및 의료진
-본
 사업의 의료인력교육의 수혜대상 또는 조력자 여부 파악
-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범분야 이슈〉
•성인지 분석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지역정보〉
- 행정구역
- 성비
1

- 소득수준
- 교육 및 보건 현황
- 문맹률
- 문화 및 풍습

5

-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남녀 비율 및 문화적 성차별 존
재 유무

- 인터뷰

10/4 ~ 10/12

- 자궁경부암 및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욕구 정도
•문헌조사
- 스와질랜드 정부
자료
-국제기구 자료

-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
8/17 ~ 9/2
9/4 ~ 9/11

•현지조사

- 기본 인프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도로망, 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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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가. 스와질랜드 지역 정보

(3) 소득수준

• 1인당 GNI는 $2,990(2013)로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분류되
며, 전체 인구의 63%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 스와질랜드는 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 150위에 올라와 있으며 2011년 1인당
(1) 행정구역

• 스와질랜드는 행정구역상 만지니, 호호, 루봄보, 시셀웨니의 총 4지역으로 나뉘며,
수도인 음바바네는 호호지역에 있다. 주요산업은 농업, 광공업, 서비스 업이다.

국민소득은 5,542불 (3447.1불, world bank, 2011-15; 3848불, knoema, 2015) 이었다.

• GDP는 $4,413(2014)이며 GDP성장율은 2.5%(2014)이다.
• 1일 $1.90불 아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은 42.0%(2009)이다.

• 스와질랜드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 1,018,449명(2007)의 내륙 국가이
며, 만지니는 스와질랜드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 320,387명(2007)이 거주
하는 접근성이 좋은 스와질랜드의 허브로 불려지는 지역이다. 2015년에는 인구가
남자는 153,812명, 여자는 164,681명의 총 364,170명으로 2007년 보다 13%, 2014
년 보다는 2% 상승된 수치이다. 다른지역보다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인간개발지수(HDI)는 0.530으로 187개국 중 148위(2013)임. 1인당 GNI는
$2,990(2013)로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분류된다.
전체 인구의 63%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음. 빈곤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막고, 건실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2) 성비

• 스와질랜드 전체인구의l 37%가 거주하는 만지니 지역은 인구 364,170명의 거주하
며 여자는 164,681명, 남자는 153,812명이다.

◎◎스와질랜드 경제상황 USAID 2016 country profile

• 전체 인구대비 남녀의 비율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4) 교육 및 보건현황

• 초등학교를 마치는 학생의 비율은 남아는 57%, 여아는 63%(1999)에서 남아 87%,
여아는 80% (2014년)이 된다.

• 지표들을 통하여 관찰된 바에 의하면 빈곤이 나라 전 지역에 만연하며 삶의 기초적
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며 또한 일부다처제와 성에 대
한 낮은 문제의식으로 인해 세계에서 HIV 유병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 스와질랜드 정부는 국가개발계획(1997-2022)을 토대로 빈곤감소 전략/수행계획
◎◎2015년 인구대비 남녀 비율

54

55

(2006-2022)를 발간하고 국가보건전략안과 국가보건정책(2007-2015) 등의 내용을

식수 사용하고 있다.

마련하여 국가의 보건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점을 세웠음. 주요 전략들은 HIV/

• 2007년 기준 실업율이 40%이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42.5%에 이르며, 남아프리

AIDS 예방 및 치료, 결핵, 말라리아,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

카공화국의 광산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송금이 외화 획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 여러 해외원조기관, 기업재단, UN을 통하여 지원 받고 있다.

• 스와질랜드는 대표적 보건의료 지표인 임산부 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세계 36위

• 통화는 1974년 9월에 발행된 릴랑게니(lilanggeni)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화
인 란드도 통용되며 두 통화의 가치평가가 같다.

와 29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열약한 수준이며 세계 1위의 HIV유병률을 나타내
는 국가로서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세계보건기구 및 NGO등과 협력
하여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관찰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분야별 이슈 (사업분야)

• 영아 사망률은 52/1000 명이며, 산모 사망률은 389/100,000명으로 집계되고 있
다. 초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세에 하는 편이며, 한 가정에 3명의 아이를 평균적
으로 출산한다는 공식 보고가 있다.

(1) 스와질랜드 국가보건 정책 및 현황

• 보건분야 관련하여 2020년까지 달성한 목표가 있다. 향후 NGO와 5년간 실제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국가 장애인 협회 설립, 장애인 등록제 등을 실시하려

(5) 문맹률

• Youth literacy rate(15세~24세)은 남자 92%, 여자는 95%이며 adult literacy rate은
남자는 84%, 여자는 82%로 나타났다. (월드뱅크 world Development indicaters 2013
자료)

추진중이다. 스와질랜드 안의 HIV/ AIDS의 확산을 막고 치료하며, 새로운 감염들
에 대한 방지를 강화할 것이다.

• 국민평균수명이 1990년 63세에서 2008년 48세로 감소되었으나, HIV/AIDS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2012년도에는 54세로 회복추세에 있으며, 아직도 성인
HIV/AIDS 유병률이 2012년에도 23%(남), 38%(여) 여전히 높으나 새로이 발병하

(6) 문화 및 풍습

• 왕족국가로 언어는 영어(관공서 공식언어)와 시스와티어를 사용한다.
• 형형색색의 전통의상을 입기를 좋아하고, 스와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결혼에 대하
여 지금까지도 강한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 스와질랜드 종교는 시오니스트(기독교와 토착조상숭배의 결합, 40%), 카톨릭(20%), 이

는 발생률은 현저히 떨어져서 2.4%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도 SAM 보고서 참조).

• 성인 HIV/AIDS 분야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건부와 긴
밀히 협력하며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산전 검사
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고, 투약율을 높이는 등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슬람교(10%), 성공회, 바하이, 감리교, 유대교 등 기타(30%)이다.

• 스와질랜드는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성별정책

(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수

을 제정하여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

주(Region)

보건의료 기관의 수

인구 1만 명 당 보건의료 기관의 수

폐협약(CEDAW, 2012)있으나 아직 여성들이 법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Hhohho(호호)

82

2.7

Lubombo(루봄보)

48

2.2

Manzini(만지니)

121

3.4

Shiselweni(시셀웨니)

36

1.7

합계

287

2.6

는 관습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7) 기본 인프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도로망, 교통 등)

• 기본인프라 식수, 전기, 전화, 상하수도, 화장실 등 거의 되어있지 않고 일부 학교
와 경찰서에만 전기 및 전화설치, 대부분 주민들은 빗물이나 강에서 길어온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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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 분포
Region

한 젊은 층의 통계에서 더욱 심각하다. 2010년 스와질란드 15-19세 인구 구간의

Government

Mission

Industrial

Private
Nurse
Owned

Private:
Doctor
Owned

NGO

Total

31

10

5

5

26

5

82

37.8%

12.2%

3.1%

6.1%

31.7%

6.1%

100%

핵(4.6%), 뇌졸중(4%), 설사증(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IV 유병율은

24

8

10

2

1

3

48

26%(20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병원 내 사망의 1/3 이상(36%)이

50%

16.7%

20.8%

4.2%

2.1%

6.3%

100%

37

14

15

13

33

9

121

30.6%

11.6%

12.4%

10.7%

27.3%

7.4%

100%

23

3

1

0

5

4

36

63.9%

8.3%

2.8%

0.0%

13.9%

11.1%

100%

의 유병률은 40.8%에 달한다.

Hhohho

Lubombo

Manzini

Shiselweni

유병률은 20.4%, 15-24세 인구구간의 유병률은 34.7% 였고, 19-24세 인구구간

◎◎〈표2. 지역별/소속별 보건의료기관 〉 - WorldBank, 2013 SAM Report

• 질병으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은 HIV/AIDS(37.3%), 하부 호흡기 감염(6.5%), 결

HIV/AIDS 및 결핵과 관련되었다.

• 전염성 질환과 더불어 심장혈관계 질병, 암, 당뇨병, 정신질환, 트라우마, 부상, 그
외 만성질환 등과 같은 비 전염성질병도 스와질랜드의 질병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 발생률이 높은 2, 3위 질환인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경우, 조기
검진이나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치료기관과 전문의사가 없어 사망률이 높음. 심뇌혈
관 질환은 고혈압이나 협심증처럼 만성병 형태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심근경색
증이나 심정지, 또는 뇌졸중 같은 급성형태로 발생할 때에 적극적 응급처치가 필

• 스와질랜드에 6개의 정부병원과 2개의 선교병원이 있고 이 중 Mbabane정부병원,

요함. 통상 심정지의 경우 4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

Psychiatric 정부병원, TB병원(3곳)이 전원병원이다. Hlathikhulu병원(시스와니 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뇌졸중의 경우 늦어도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쓰는 등

역), Mankayane (만지니 지역), Pigg’s Peak선교병원(호호지역)이 있다.

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증을 유발하기에 소위 말하는 골

• 만지니 지역 RFM의 이동진료 PHU(Public Health Unit)은 총 18개 있다. 호호지역에
6개, 만지니지역에 5개, 루봄보지역에 5개, 시셀웨니 지역에 6개가 있다.

든타임내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 비감염성 질환들은 외래 및 입
원환자들 중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질환을 치료 관리하고 수술을 전담할
기관과 전문 의사(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등)가

(다) 국가 의료기관에서의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 스와질랜드 보건부에서는 이동진료를 지원하는 정부산하 기관인 Perala(페랄라)는
이동진료에 관련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무하다.

• 여성 비감염성 질환 가운데 위험한 질병은 자궁경부암으로, 신환 발생 수는 연간
223명이며 (2015년 기준), 그 중 118명이 사망하였다. (진단환자 가운데 53%가 사망하

• 페랄라 펀드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스와질랜드 왕국에서 더 받을 수 없는 특수한

는 심각한 질병임). 더욱이 스와질랜드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황에 치료를 목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내어 치료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

1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매년 500명의 가임여성을

원한다.

검진하여 해당 질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질병 사망률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본 사업을 통하여 여성 사망률을 10~20% 감소시

(2) 만지니 지역 주요 의료기관 현황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이동진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기초진료 및 치료

(가) 환자 수 및 주요 발병 질환

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의료분야 개발협력 사업 원조의 효과

• 국민 평균 수명은 49세이며, 이는 주변국 남아프리카공화국(56.1세),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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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다.

(58.05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평균치 56.8세) 보다 낮다. 15-49세 인구 계

• 스와질랜드 인구의 약 85%는 보건의료시설에서 8km 근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의 HIV/AIDS 유병률은 약 29~31%로 세계 최고 수치 이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

(MoH policy 2007),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인 5km보다 원거리이다. 스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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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중앙통계청에서 2006-2007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한 약이 부재

비 전체 의료비 지출은 2010년에 약 3.8%, 2011년 기준 약 8%. 같은 해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 인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 치료비에

정부 예산의 약 15% 가량이 의료영역에 사용되었으며, 민간 부분의 의료 지출은

대한 부담, 의료보건시설과의 원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부족 등이 의료시설 이용 시

30%정도이다. 의료 보험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의료 인력 및 자원의 양적·질적 개선, 치료비 절감, 의료시

전체의 약 8% 정도 이다. 스와질란드의 인구 대비 의료 기관수는 2010년 기준 10

설과의 거리 단축 등의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만 명당 25개이다.

• 스와질란드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로, 국가에
(나) 현 보유 기자재 및 필요 기자재
구분

등록된 의사는 전문의 41명을 포함하여 총 293명밖에 없다.

• 1차 진료를 감당하는 262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전담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 담

공공분야

민간분야

총합

인구1백만명당 밀도

Magnetic Resonance lmaging

0

0

0

0

당을 하고 있으며, 2차 진료를 담당하는 각 보건소에는 2~3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Computerized Tomography Scanner

1

2

3

2.5318

있으나 전문의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간호사가 주요 진료를 담당. 3차 진료

0

0

0

0

기관인 각 지역의 정부병원에는 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만 각각 1, 2명씩 배정되

Nuclear medicine

0

0

0

0

어 있고 나머지 분야의 진단 및 치료는 5명 내외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담당. 4차

Mammograph

0

2

2

18.6438

기관인 정부병원의 경우 10명의 전문의(내과 2명, 외과 2명, 산부인과 2명, 정형외과 1

Linear accelerator

0

0

0

0

Telecobalt unit(Cobalt-60)

0

0

0

0

Position Emission Tomogrphy
Scanner

◎◎WHO Baseline Country Survey on Medical Devices 2010

명, 안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마취과 1명)가 소속되어 있다.

• 스와질랜드에는 의대가 없어서 남아프리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콩고 등의 인근
아프리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진이 스와질랜드에서 진료 및 수술 등을 하
고 있으며, 스와질랜드 의사 대부분(2/3정도)이 타국(짐바브웨, 콩고, 우간다, 나이지리

• 정부보건 협력 사업기관 RHM에서 현재 이동진료 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로는
혈당체크기, 협압측정기, 위생키트, 시력검사 장비만 이동진료 시 휴대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어렵다.

아 등) 의사이기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 받을시 타국으로 떠나가는 일이 빈번하여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 전반적인 인력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의료 기관의 진단과 치료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국가

(다) 의료진 역량 파악 (의료진 수, 교육 수준, 의료진의 급여, 타국가 이탈정도, 지역별 의료진 수준 파

전체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결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악 등)

• 낮은 기대 수명과 높은 질병 유병률로 인한 성인 사망으로 인하여(국민 평균 연령은

(라) 의료기자재 조달 방법 (국가 내 조달 가능여부 및 통관 서비스)

20.5세로,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37.4%.),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스와질랜드는 남아공 안에 위치한 국가로써 통관절차가 복잡하나, 통관업체와 협의를

취약 상태의 19세 이하 인구는 31%에 달하며, 5세 이하 사망률은 1000명당 120명

거쳐서 통관세/창고세 면제해 주기로 함으로써 통관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

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스와질란드 정부는 이를 해

는다.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NCP 시스템 등 취약 아동 청소년 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예산부족 및 시스템 미비,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심각한 빈부격차, 성범죄, 높은 HIV/AIDS 유병률 등으로 인한 의
료 수요가 매우 높으며, 민간 소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국가 GDP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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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내 타 기관(NGO, 정부, 국제기구)의 활동 현황

• 음키웨니: 식수위생사업, 소득증대사업, 교육사업, 에이즈 예방사업
• 솜통고: 경재개발, 보건 및 영양, 결연사업

(1) 이동진료 서비스 활동 기관

(가) DPM 오피스

• 스와질랜드 왕국의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성, 가정, 재난대비, 아동, 장애
인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정부시책 등을 개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
부처,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진료와 의약품 등을 지원 한다.

(나) USAID

• 스와질랜드 보건부와 함께 4개의 행정구역중 3개 지역 호호바, 만지니, 루봄보지
역에서 87개의 결핵 센터와 121개의 시골 보건시설에 지원한다.

• 42개의 QI팀을 구성해 3개지역 1,141,000명 중 841,752명에게 HIV, 결핵사업을
도왔다.

(나) RHM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만지니 지역 이동진료사업을 수행 중이다.
• daily base로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회 이동진료를 나간다.
• 이동진료 인력구성은 1명의 간호사와 1명의 위생사 총 2명이 진료를 나간다.
• 1회당 50~60명의 환자를 만나며, 일주일(주5일)동안 약 5,000명 정도 진료한다.
• 이동진료시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상담, 가족, 영양상태, 치과 상담, 노인(당뇨 관련),
안과 질환 상담을 하며 필요시 투약 및 감염부분을 다룬다.

라. 이해관계자 정보
(1) 지역 공무원 및 중앙정부 보건부 인력

(가) 현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 및 타 국가 지원에 대한 태도

현지 의료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의사가 293명 밖에 되지

• 이동진료를 실시하나 전문인(의사) 의료진 역량이 부족한 상태며, 전문성을 가진

않고 의료기관도 부족하여 전문 의료 인력의 충원에 관심이 많고, 의료 환경 및 의료

내과, 소화기내과의사 등의 의료 인력이 있다면 더 많은 환자를 모아 이동진료를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적극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위한 전문 인력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의 충원과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RHM(이동진료관련 정부 협
력기관)이동진료를 위한 재정기여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 PHU(Public Health Unit)

보건부 산하 지역보건 기관으로 지역 주민 공중보건 사업을 실시, 교육, 담당한다.

(나) 협력 가능성 파악

이동진료 및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 확보 및 기자재 개선 및 확충, 현지 의료인 전문
(2)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

성 강화교육 분야에 협력가능성 높다.

(가) PHU(Public Health Unit)

보건부 산하 지역보건 기관으로 지역 주민 공중 보건 교육 및 아동백신을 담당한다.

(2) 마을 지도자 및 마을 구성원

(가) 마을 지도자들의 태도
(3) 지역 내 NGO 및 국제기구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 내역

타지인에 대해 우호적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의료서비스 제

(가) 월드비전(3개사업장)

공자에 대한 우호적 성향이 더욱 있다.

• 마들란감피시: 음바바네에서 약 110km떨어져 있으며, 보건식수 영양사업(식수펌
프설치, 손씻기위생교육, 보건담당자60명이 의약품키트를 제공하는 사업, 아동결연 및 후원,
식량 및 소득증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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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 구성원의 태도

아직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타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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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추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폭력과 학대는 스와질랜드의 주요 개발관심사로 근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성 3명중 1명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경험했고, 4명중 1명은 신체

(다) 협력 가능성

추장들의 협력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부족의 추장들은 자신의 부족
에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동진료를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진행하되 각 마을

적 폭력을 경험, 2014년 MICS 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중 1명이 특정상황에서 남
편으로 부터 구타를 경험하고 이 구타가 정당화되었다.

• 가정 안에서 남성(남편)의 역할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도자에게 이동진료가 있음을 홍보하게 하고 이동진료를 실시하면 이동진료의 효
과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자궁경부암 및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욕구 정도

• 여성의 욕구는 접근이 힘들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3) 지역가임기 여성

(가) 가임기여성의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정도 파악

(다)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

HIV/AIDS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스와질랜드 보건부와 긴밀

• 스와질랜드에서는 전문적인 비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히 협력 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질병으로써 특히 임산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산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의료 인력의 부재와 수준의 부족으로 인하여, 빈곤층

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고, 투약율을 높이는 등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

의 주민들은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이 어려운 편이며 이로 인한 질병 사망률이 높은

고 있다.

편이다. 수도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의료수준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은 편이며, 지
형학적으로 접근성이 어렵기에, 이동진료를 통한 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나) 전통적인 모자보건에 대한 문화적 관습 및 문제점 파악

정부의 개도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가
정에서 남편의 지지와 치료의지가 아내의 치료환경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여, 진단 및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의료보건의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동진료를 통한 검진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의 전문화와 기술향상에도 스와질랜드 정부
는 노력하고 있다. 의료연수 대상자는 해당 질병과 연관이 있는 의료진으로 국한하

(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정부병원 또는 지역보건소와의 거리가 멀어 의료

며, 취약지역에 관한 이동진료 수혜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른 NGO의 이
동진료 활동과 겹치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마. 범분야 이슈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1) 성인지 분석

(가)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남녀 비율 및 문화적 성차별 존재 유무

• 스와질랜드 성별의 불평등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닌 관습적으로 생긴 강력한 가부
장적 전통, 가치, 규범에 의해 악화되었고, 성별 불평등에 기여한 다른 요인으로는
약한 제도와 생산, 교육, 보건에 대한 취약한 접근성을 들 수 있다.
64

조사 계획 당시 가임기 여성, 아동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감염성 질병 조
기 진단 실시 및 이동진료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증대 방
향으로 사업조사를 기획, 진행하였다.
조사과정 및 지역조사 컨설팅을 받으며 특히 여성의 질병에 대한 조기 검진을 위한 이
65

동진료에 주목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지의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해야 하는 현지인 보건 의
료 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에도 주목을 하게 되었다.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 수 집계〉
Figure 3: Trends in NCD seen at OPD 2004-2012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현지의 상황과 이동진료의 필요성

• 가임여성의 주요 질병인 자궁경부암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
만 명 이상 발생하며, 이 중 과반수이상이 이 자궁경부암을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
이 자궁경부암 사망자의 많은 부분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스와질랜드에는 자궁경부암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 수는

Source: NCD stratevic ulan. 2012

411,787명이며, 이 중 자궁경부암이 진단되는 수는 매년 223명이다. 그 중 118명
이 사망하고 있다.

2010년

156명

스와질랜드에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

2012년

280명

은 암으로 전체 암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스와질랜드의 자궁경부암 사망률

2014년

564명

은 세계에서 10위 랭크되어 있다. 때문에 스와질랜드 보건부도 여성암에 대한 적

◎◎스와질랜드 보건부 통계자료 (2015)

극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스와질랜드에서는 10대 소녀들에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에 감염되지

• 도표와 같이 비감염성 질환 외래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않도록 HPV vaccine program을 시행하고 있고, 20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초산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 보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질병 사망자 가운

반응을 관찰하는 VIA (visual inspection assessment) 나 Pap 도말검사를 시행하고 있

데 30% 정도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으나, 아직은 숙련된 인원과 재료 및 장비가 충분치 않아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 이 비감염성 질환에서 여성의 자궁경부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번째로 높다.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인구의 30%가 살고 있고, 현재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지니’지역에
서 검진을 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검진과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2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초산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자궁경부 확
대 촬영,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의 맹점인 자궁경관질환과
확대촬영검사로 놓친 외자궁경부질환을 찾아내기 위해 HPV virus detection test를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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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의료진의 상황과 역량강화 사업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 우리나라에선 일반 의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도 스와질랜드에서는 장비부
재로 인해 환자들을 민간 병원이나 국외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부 산

사업대상지역의 일반주민들과 가임기 여성, 산모 대상으로 하는 비감염성 질병 조기진

하 병원의 환자들을 외국(주로 남아공)으로 보내어 진료를 받게 하는 재단을 만들어

단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진료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동진료

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것도 환자 수

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과 기본 진단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중심으로 할 때

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일손과 시스템도 열악하여 이송을 기다리는 동안에 질병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 보았다.

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 보건당국은 이런 부분이 하루 속히 자국 내에
서 해결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족한 의사, 특히 전문의 부분과 예산 문제

활 동

등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스와질랜드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인구 천

질환 진단 환자 치료 및 정밀진단 횟수(명)
비감염성 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중증 예방

진단 환자 후송 명단(명)
환자의 만족도 조사

명당 의사수가 0.2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으나
이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으로서, 국가 전체에 의사가 293명밖

지 표

의료인력 훈련 참가율

의료인력 훈련 참가율

에 안 되는 상황은 각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 부분을 충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1차 진료를 감당하는 262곳의 기관 중에서 반 이상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2차 진료를 담당하는 각 보건소에도 2~3명의 일반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의사 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간호사가 주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다.

• 3차 진료기관인 각 지역의 정부병원에는 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각각 1, 2명씩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5명 내외의 일반의가 일하고 있음. 4차 기관인 정부병원도
내과의 2명, 외과의 2명, 산부인과의 2명, 정형외과의 1명, 안과의 1명, 이비인후과
의 1명, 마취과의 1명과 15명 안팎의 일반의만 배치된 상황이며, 이러한 인력의 부
족으로 인한 진단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1) 이동진료 사업과 단체의 특성과 연계

• 스와질랜드 지부(PMCI)는 2014년 지부등록을 마쳤으며, 중앙보건복지부와 사업
관련 MOU를 2015년에 체결하였다.

• 국제개발 및 보건분야 경력을 가진 의료진이 실무자로 지부를 구성하고 있어 크리
닉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진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의료진의 경우, 스와질랜드 내 의대가 없으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케냐 등 주

• 스와질랜드 정부는 한국의 의료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

변국가에서 의대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 후, 인건비가 더 높은 나라로 이직하는

진료 시에도 마을 건강보건 요원 및 지역보건단위 프로그램인 PHU(Public health

경우가 다반사 여서 스와질랜드에서 일하는 의사가 적다. 현지 의사의 구성을 보

Unit)의 협력으로 사전 공지를 통해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시

면, 대부분(2/3정도)이 타국(짐바브웨, 콩고, 우간다, 나이지리아, 말라위, 이디오피아 등)

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사들이기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 받을시 엔 떠나가는 일이 빈번하여 충원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 PMCI는 이미 아프리카 지역 여러나라의 개발사업 및 의료사업에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현저하게 떨어지는 의료혜택에 대해 그 필요를 채워 줄 현지 전문인력을 키
우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 현지 의료진의 역량강화 사업과 단체의 특성과 연계

•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양한 과의 의료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 현지 의료 후진을
양성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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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아니라 본 단체는 회원으로 의료진을 돕는 인력도 충분히 확복하고 있어 추가
적인 지원도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Swaziland: WHO statistical profile, WHO, 2015
Service Availability Mapping Report 2013, World Bank
Swaziland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6–.07, Central Statistical Office (CSO)
[Swaziland], and Macro International Inc.

05 자료 출처-------------------------------------------------------------------

Baseline Country Survey on Medical Devices 2010 WHO
지역 내 아동 보호 기관 Neighborhood Care Point (NCP)

Regional Health Performance Report 2015.

WHO(2010), Health Financing system, Swaziland, African Health Observatory,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http://sz.one.un.org/content/unct/swaziland/en/home/about-the-country/

http://hdr.undp.org/sites/all/themes/hdr_theme/country-notes/SWZ.pdf

gender-equality-and-equity/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countries/SZ-ZFXN?display=graph
Statistics(Unicef Swaziland)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swaziland_statistics.html
Country Profiles: Swaziland
	http://www.aho.afro.who.int/profiles_information/index.php/Swaziland:Analytical_
summary_-_Health_financing_system
Service Availability Mapping Report 2013, World Bank
USAID REPORT
http://idea.usaid/gov/prepared/Factsheets/swaziland.pdf
USAID ASSIST Project Swaziland Country Report FY15 2015.
The World Bank (2015), Overview, “Swaziland”, [http://www.worldbank.org/en/
country/swaziland/overview], (2016.07.16.).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The World Bank (2012), “Life expectancy
at birth“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LE00.IN], (2016.07.17.).
UNICEF (2010), “Swaziland in Context”, Annual Report, Swaziland; WHO (2009),
“Swaziland, Mortality Country Fact Sheet 2006”, (2016.07.17.).
UNAIDS (2014), Swaziland Global Aids Response Progress Reporting 2014,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country/documents/SWZ_narrative_
report_2014.pdf],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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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현지방문 활동 자료 (사진 등) ----------------------------------------

향후 계획
chapter 03

01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립운영 방안 -----------------------

01

• 지속성 차원에서 사업 종료 이후 스와질랜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서는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대상 국가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 수준을 높여
향후 출구전략을 함께 세우고, 아프리카에서의 전문 의료 인력 양성교육과 해당 질병의
02

03

04

사망률 감소 목표를 성취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성공 모델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할 예정임

•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현지 기술 워크숍을 통해 스와질랜드 의료 인력과 기술 수준을 향
상하여 이루어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지 의료 인력의 비감염성 질병을 비롯한
임상학적 진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스와질랜드의 만지니 지역에서 다
른 지역에도 인력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접근성 강화와 의료기술의
05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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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보건부 국장 미팅
지역 클리닉 방문
RFM 병원 방문
DPM 부총리실 미팅
RHM(이동진료관련 정부협력기관) 방문
지역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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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스모스외국인센터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몽골 샤르하르트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몽골 교육 과정은 초등5년 중등 3년 기초 교육을 통하여 직업 능력 고등 또는 대학 진
학을 위한 고등 교육을 선택한다. 대부분 몽골 현지의 90%에 무료 공교육을 통한 수혜
받은 교육생은 몽골 사회에 수요가 있는 직업인으로 기초 학력 및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
하여 대부분 일용직, 단기 근로자로 몽골 대부분 기초 공교육을 수혜자들은 사립 학교 출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작성자

글로벌코스모스외국인센터

있는 현실이다.

현지 지부

있음

없음

몽골 기초 공교육(초중등) 현장의 조사와 이후 분석을 통하여 대부분 몽골 교육 현장인

NGO 등록

있음

없음

공교육 현장을 파악함으로 몽골 교육현장을 보완 할 교육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기초 교
육과 직무 능력 및 의식의 변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신과 다른 지속적 불확실한 소득 활동 연속으로 가난 및 의식의 변화가 성장 하지 못하고

고진화

2년미만 혹은 없음

초중등고등교육 질 향상보완교육

코드번호

지고 있는 몽골 국가의 많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함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공산관료
112,113

초중등교육의 질저하로 공교육수혜자들의 학력저하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률 감소 및 직업능

조사 목적

력향상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빈곤 지속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조사 및 보완 위한 방과후 특기적

대상 국가 및 지역

주의의 병폐로 인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유목 몽골인들의 한국 및 기타
다른 국가로의 경제 활동을 위하여 이동하고 자신의 몽골 국가의 더나는 사회를 조성하
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코이카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개발 교육 활동으로 변

성 교육필요조사

국 가

원함으로 거대한 대지와 넓은 초원과 유목 생활의 세계를 정복한 놀라운 정신 세계를 가

몽골

지 역

샤르하르트

몽골 울란바트로 샤를 하르트 보달 지역 5-18번지 (징키스칸 공항 40km,울란바트로 30km

화 성장 하는 몽골이 될 수 있는 몽골 공교육 보완을 위한 방과후 교육 및 특기 직무 교육
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기초 조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내외 지역)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18일 ~ 10월 3일 (총15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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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현지 조사 질문지 점검과 준비 및 준비 물품 점검
4,5주차

- 현지 변경사항, 최종 조사 준비사항, 조사원 교육방법 등 논의

9/10~9/18

-ngo기관-정부기관, 가구 조사 이해 관계자 인터뷰, 범분야 자료수집
• 설문지 번역(한국어→몽골어)

chapter 02

국내

•현지 조사 질문지 점검과 준비 및 준비 물품 점검 및 설문지 정리
•조사결과분석

5주차
9/29~9/30

- 문헌 조사 분석 및 결과 해석과 정리
- 현지 조사 질문지 점검과 물품 및 기타 점검
•2차 전문가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공유, 제언사항의 방향 논의

9/17 (일)

저녁

•현지 도착, 숙소 짐 정리 및 1박
•관계자 현지 통역원, 차량 섭외, 일정회의
- 대상

: 정부, ngo기관 일정별 조사 광고 및 선약
현지 방문지 순회 및 위치 파악

오전

01 일정별 조사 활동 --------------------------------------------------------

- 내용 : 현지 조사 일정제반 준비 및 워밍 업

9/19 (월)

기간

-현지 조사 직원 미팅 및 일정 간담회

활동 내역 약술

•조사 진행 준비 및 역할 분담

• 현지 조사를 위한 문헌 조사
오후

- 몽골 정부 교육 정책과 교육 개발 계획
- 공사교육, 현황, 직무, 식수 및 범분야
1주차
8/22~8/29

- 국내 1차 문헌 조사 분석, 현지 1차 조사 문항 작성

•교육청 직원 Interview

현지

오전

- 인구 교육과 교과 적성 및 다양한 분양에 대한 나선형 질문 항목작성
- 대상별 조사 항목에 대한 질문지 작성
•현지 1차 조사 문항 협의회 : 개발 사업 틀에 맞는 문항 및 나선형질문지 항목

9/20 (화)

- 대상 : 울란바타르 샤를 하트 공립 고등학교 방문과 교사 인터뷰

•현지 ngo직원 1차 만남 현지 지역 현황 인터뷰지 작성과 번역

•2차 사전회의 : 설문문항 검토 및 수정, 현지 피드백 결과 공유
•현지ngo 직원 1차 만남
3주차

오전

- 현지 관계자 인터뷰, 객관적, 질적 자료 수집
- 인터뷰

9/5~9/10

고등학교 공교육의 질 평가 및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인터뷰

•현지 1차 조사 문항 협의회

- FGI 설문 개발(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및 준제점, 그에 따른 해결점)

- 장소 : 교사 직무실 (체육, 국어, 역사 교사 면담)
- 내용

: 고등학교 교육 현황 및 교사 현황 조사

- 개발 사업의 틀레 맞는 문항과 나선형 질문지 항목 (대상별 20문항)
2주차

- 장소 : 울람바타르 교육청

•고등학교 학교 교사 직원 인터뷰
오후

- 몽골 통계청 인구학적 통계자료 수집

8/30~9/02

- 대상 : 울람바타르 교육청 직원 면담
- 내용 : 공교육의 현황 조사와 공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 및 대안

•현지 조사를 위한 조사 문항 협의회

국내

•조사 목적 및 진행 일정에 대한 워크삽
•현지 조사원과 국내 조사원과 미팅과 사전 모임회

- 국가협력전략_몽골편
• 질문지 항목 작성을 위한 문헌조사

일정에 대한 워크삽 및 현지 조사 워밍업
- 업무 ; 차량 및 운전사 대여 및 일정과 조사 물품 구입 이해

9/21

•현지화 환전 과 국회 의원 미팅
- 인근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제안과 부지 탐방
•가정방문 설문조사

(수)
오후

- 대상 : 전체 조사가정 30가정 중 13가정
- 방법 : 방문 1:1 조사, 질문지 읽고 대답에 대한 확인 점검
•조사자료 수집과 기초 현황 파악

- 자료 수집 분석 준비 번역
- 국내 조사 1차 문헌 조사항목과 현지 직원 정보간 간극, 조사 협의
•국내 1차 문헌 조사항목과 현지 직원 정보간 간극, 조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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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원 교육 후 가정 설문 조사

•몽골 부시장 관할 지역구 방과후 센터 부지 방문

- 대상 : 전체 조사 가정 30가정 중 12가정 조사
오전

오전

- 방법 : 방문 1:1 조사, 질문지 읽고 대답에 대한 확인 점검
- 주의사항 : 대상 선정 시 아동 및 유아 포함 가정 방문
9/26

- 대상 :2차 학생 학교 교육의 평가 조사
- 내용 : 교육 질에 대한 평가 ,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생 조사

•현지 조사 인력과 조사 자료 분석과 자료집 분석 정리 1

(월)

•울람바타르 바양가르구역 자이카 운영 초중등학교 방문
(목)

- 조사 내용에 대한 협의와 분석 평가
오후

- 내용 ;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육 선호도 조사

현지

•현지 조사 인력과 조사 자료 분석과 자료집 분석 정리 2
-조상 내용에 대한 협의에 따른 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 특기 사항 ; 교사들의 방학중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의뢰

-공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 몽골 교육 정책에 따른 향후 방과후교육

방학 중 직업 교육에 관한 교과 운영을 통한 공교육 고등학교 교육질 향상

오전

현지

- 대상 : 방과 후 학교 운영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협의

9/27

- 방법 : 유아와 방과 후 아동들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방임된 유아 및 방과후 아동

(화)

-지역의 유치원 지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유치원 운영과 방과후의 병행에 대한 논
의와 방향

학생들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협의

•현지조사원 조사원비 지급 및 운전자, 통역, 기타 회계 정리

- 주의사항 : 운영을 위한 자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 및 일자리 창출을 통

9/23

- 조사원비 지급, 지급증 작성,

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의 협의와 조사

(금)

오후

•바양가르 구역의 지역주민행정청 직원과 미팅

- 운전원비 지급, 지급증 작성
- 통역원비 지급, 지급증 작성 및 기타 회계 서류 정리

- 대상 : 바양가르 구역의 지역주민 현황 조사와 지역현황 이해
오후

-특기 사항에 대한 협의와 논의 ,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
-기타 방과후 요구 지역에 대한 협의 방안

•타지역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자 미팅

오전

- 초,중등,고등학교별 결과에 대한 분석과 상호 연관성
- 추가적인 자료 분석 항목 논의, 추가적 조사에 대한 협의

•울람바타르 바양가르 구역 고등학교 방문
- 대상 : 중등고학년과 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 교육의 질 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공교육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의 상호 관계성
- 조사설문지와 상이한 내용의 특기 사항 논의와 협의

- 주의사항 :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설문 목적을 미리 설명해줌
오후

- 현지 공립 학교 현황과 지역 부모들 모임 및 초점 그룹 토의
- 지역민들의 방임 아동들을 위한 대안과 현재 교육 수혜자의 교육 평가와 교육 이해

설문지 조사 하는 과정 중 통계적인 결과 치에 대한 기대치 예상

9/22

- 방과 후 아동 및 수요가 있는 지역 부지 현지 방문

•짐정리 및 호텔 체크 아웃 인보이스 수령 및 기타 출국 점검

- 방법 : 방임된 유아 및 방과후 아동학생들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협의
- 주의사항 : 운영을 위한 자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 및 일자리 창출을 통
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의 협의와 조사
•몽골 겔촌 주변의 자립 마을 방문과 미팅

오전

- 대상 :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주민 협의체 자립지 방문
- 방법 : 방과후 학교 자립을 위한 주민 직업 교육과 주민 협의체 활동

9/24

- 방과후 교육 활동을 통한 부모들의 자립 협의체 운영 협의체 방문 :

(토)
•자립 협의체 소규모 농작물 재배지 방문
오후

- 자립 협의체 대표와 협의
-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 검색 활동을 통한 농산물 자립 운영 교육
•현지조사원과 전문 인력과 미팅
-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지역 운영위원회 협의회 미팅

오전

직급

명단

수행 업무

역량

대표자

김찬욱

조사계획서 작성, 현지 조사, 현지운영

개발 사업틀 고문

전문가

김장식

현장 교육 기획, 실무, 운영, 분석

현장 교육 실무

실무자

고진화

개발도상국, 교육, 평가,직무능력 전문

교육, 성과 자립 지원

실무자

박양임

개발도상국, 교육질 평가, 교사역량, 학교,

개도국 교육평가

지역사회네트워크 전문

지역연계 고문

조사자

김철호

조사 실시, 조사지 분석, 회계, 결과작성

조사결과지 분석

- 업무 ; 차량 및 운전사 대여 및 일정과 조사 물품 구입 이해
- 내용 : 현지 조사 일정제반 준비 및 워밍 업

9/25

-현지 조사 직원 미팅 및 일정 간담회

(일)

•조사 진행 준비 및 역할 분담
오후

•조사 목적 및 진행 일정에 대한 워크삽
•현지 조사원과 국내 조사원과 미팅과 사전 모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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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지역내 활동기관

1

활동내용

Focus Group Interview

8/22~9/27

3

4

5

지역내 교육 관련

문헌조사

분야별 이슈

정보

비표준화된 인터뷰

(사업분야)

지역내 직업교육

Focus Group Interview

관련정보

구조화된 설문조사(survey)

지역내 타기관의

지역내 활동기관

문헌조사

활동내용

비표준화된 인터뷰

공공부문

문헌조사

민간부문

구조화된 설문조사(survey)

활동 현황
이해관계자
정보

범분야 이슈

지역 여성 및
아동인권 현황조사

- 특이 사항에 대한 주관적인 질문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료에 대한 보완

Focus Group Interview

나) 조사분석결과
① 부모의 총 20문항(survey)

구조화된 설문조사(survey)

2

- 질문지 통계에 의한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

문헌조사
비표준화된 인터뷰

지역정보 조사

조사 기간

④ 분석방법

8/22~9/27

8/22~9/27

8/22~9/27

• 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의지가 70% 있다.
• 부모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녀들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니드를 말함
•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모두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보호 받기 원함
유치원 아동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 90만투구르 이상의 급여를 받고 싶은 가정이 70%있다.
• 직업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의 직업 교육을 통한 고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 원함

문헌조사
Focus Group Interview

8/22~9/27

구조화된 설문조사(survey)

② 직업 교육 과목에 대한 조사

•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에서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가 50% 대부분의 공립 학교
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며 기
술교육을 통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함

03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결과 분석 1

연번

영어

한국어

정보화

재봉틀

이미용

기타

중복응답

12

11

10

10

9

6

계

12

11

10

10

9

6

가) 개요
① 조사대상

•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중복응답)

- 바양가르구역 영아아동청소년 부모 30가정
90% 이상의 공교육의 수혜의 환경에 있는 몽골 초중고등학생에게 있어서 공교육
② 조사방법 : 1:1 방문 직접 질문지 조사 및 FGI

을 통한 졸업을 통한 현장에서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며 교
육 현장에서의 교사 및 부족한 기술 교육의 방과후 환경은 교육의 질을 향상 하지

③ 조사내용

못하며 공산 국가의 관료주의 분위기는 공교육의 책임감의 부재로 사교육에 대한

- 가정 실태 및 학교 교육 현황 총 20문항(survey)

많은 질과 양의 차이를 가져 옴으로 수혜자들의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질과 교육의

- 자녀의 공교육에 대한 반응 및 평가, 방과후 학교 선호 및 운영 니드

환경 기술교육의 대한 방과후 학교 수업의 운영을 확보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소득
과 연결 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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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사의 질

교육자재 환경

방과후기술과목개설

학교운영자적극성

기타

중복응답

10

9

9

8

5

계

10

9

9

8

5

- FGD를 통한 그룹 토론 활동 응답 분석

나) 조사분석결과
① 학교 환경

• 학교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은 자이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난방 및
③ 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FGD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50%응답

자녀들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나 양질의 지원보다는 지역주민들간의 협의체

•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응답: 특별히 자이카 지원 학교는 일본 자이카 정책에 따른

를 통한 지속적인 자립적 자치활동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서 자녀들의 양육과 자녀

별도의 학교 운영을 실시함. 기초 몽골 교육정책과 함께 자이카 교육 정책을 통한

들의 성장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 교육을 고려함으로 주민들의 협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운영 비중이 큰 것으로 응답함

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능동적인 지역주민들 협의체를 통하여 운영 될수 있도록 함으로
자립과 연속적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활동 공간의 운영함으로 자녀
들을 함께 지역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협의체에서는 이와같은 환경
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와 독려를 하도록 한다.

2) 울란바타르시 도시빈민지역인 게르촌(울란바토르시 바양주루구흐 구역)
학생평가
가) 개요

• 대부분의 사립학교를 진학 할 수 없는 학생들이여서 자이카 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
도가 60%이름

• 방과후 학교는 운영하고 있는 않음 , 방과후 학교에 대한 민간 단체나 인근 학교 근
처에서 급식과 기타 기술 한글과 영어에 대한 교육을 선호함
② 직업 교육에 관한 문항

• 기술 교육을 방과후 학교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싶어함
• 몽골 현지에서 하는 직업 기술학교는 비용 지불과 기타 학교 끝나고 졸업후에 가능
함으로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

① 조사대상

- 바양주루구흐 샤를 하트 인근 공립 학교(초1, 중1, 고1)30명 학생 평가 및 조사
- 초,중, 고등학생들의 고학년 중심의 조사를 통한 직업 학교 니드와 연관

③교육과 관련된 문항

• 부모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방학 중 급식과 학교 마친 후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
교에서 및 인근에서 지원에 대한 요구가 90%

② 조사방법 : 1:1 설문지와 면접 조사

• 개인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말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시내권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을 희망함 (태권도, 영어, 악기, 컴퓨터, 로봇 등)

③ 조사내용

- 학교 물리적 환경과 방과후 학교 니드에 대한 조사

④학생들의 공교육과 방과후 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응답

- 학교 졸업 후 사후 활동에 대한 조사

기술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70%로 졸업 후 기술 학교 , 대학교 진학

- 학교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통한 직업 학교에 대한 조사

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싶다. 직업 학교 졸업을 통한 시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 전문
적인 일자리 얻고자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응답비율이 높음

④ 분석방법

- 설문항 20문항에 대한 응답지 빈도와 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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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란바타르시 바양주구르 지역 도시 빈민지역인 주민 자치 위원회

4) 관계자 인터뷰

가) 개요

가) 개요

① 조사대상

① 일시 : 2016.09.26.(월) / 11:00 ~ 13:00

지역 방과후 니드가 있는 학부모들의 주민 협의회 모임
② 장소 : 몽골 부시장/울란바타르 시청 광장 사무실
② 조사방법

방과후 자녀들 학부모 중심의 주민 협의회 미팅 2회차

③ 조사내용

방과후 아동들을 위한 니드가 급증함으로 지역자치활성화를 통하여 점차 지역사회에
③ 조사내용

서 주민들협의체를 통한 방과후 자치 센터 운영에 대한 확대 및 실용화 협의

- 지역의 공교육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지역사회 연계
- 지역의 공교육의 사후에 대한 노동청과의 연계
- 지역사회 주민자치 교육협의회를 통한 주민 스스로 운영과 자치에 대한 모임
④ 분석방법 : 설문항 30문항 중복 응답과 결과 분석

04 변화의 영역 --------------------------------------------------------------방과후 학교에 대한 현지 조사였느나 기관의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지원에 국가
정책과 더불어 함께 방과후 센터와 부모 직업 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자치회로 운영

나) 조사분석결과

하며 점차 몽골 전체 구역으로 확대 운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 논의

① 공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운영자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반영 및 사후관리

• 공교육의 수혜자들의 평가를 통한 현장 사후 수혜자들의 직업 연계 비율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현장 진출에 대한 비교
• 공교육의 환경에 대한 교육 운영자와의 네트워크 주민 협의체
• 주민 자치회를 통한 공교육 운영자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교육

가. 주목 분야
방과후 교육과 유치원교육과 병행을 통한 자립 속도 증가와 부모 협의체와 부모 교육
을 통한 직업 교육으로 점차 지역주민들의 자립 활성화 구축

의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사후 관리를 통한 일자리로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 함게
지역의 교육 운영에 대한 협의 관리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시내 중심에서 벗어난 겔촌에서 모두 유치원 센터와 방과후 센터에 대한 수요가 요구
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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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향후 계획

현지조사를 통한 방과후 학교 수요와 함께 유치원지원에 대한 몽골 정책으로 유치원과 방과

chapter 03

후 교육 및 부모들의 자치 센터 동시에 운영할수 있도록함으로 지역사회자치 및 자립화 마련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규모는 적은 단체이지만 국가적인 수요정책과 주민들의 니드를 반영하여 주민 자치를
통한 효과적인 방과후 자립 센터 운영함으로 자립과 주민스스로 운영하는 자치 기관으
로 변화성장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방과후교육 및 부모 직업 교육 자

05 자료 출처-------------------------------------------------------------------

치센터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자립 운영센터를 통한 건강한 겔촌 지역의 지역교육 개발
지원사업으로 몽골 전역으로 변화와 확대 성장 계획함

몽골국가협력전략, 몽골 통계청, 세계은행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01

02

03

04

01 자이카 운영 초등학생 설문조사
02 방과후 연계 유치원 방문

88

03 바양가르주 구역 주민자치협의회 미팅
04 타주민자 치운영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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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ART

[교육]

서울YWCA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미얀마 양곤, 모비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서울YWCA는 1922년 설립 이후 여성의 권리 신장, 여성 직업 교육에 힘써온 기독교
시민여성운동단체로써 최근 급상승하는 미얀마의 경제성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그로 인한 빈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함. 파트너
기관인 미얀마YWCA를 거점으로 서울YWCA의 전문분야인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노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하우를 전수하여,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창출하여
작성자

서울YWCA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조사를 통해 양곤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창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본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 및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였음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교육: 빈곤여성 직업능력 개발

조사 목적

빈곤여성 경제적 자립 개발 및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허브 건설

국 가

전시키고자 함.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대상 국가 및 지역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킹맘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을 발

김진주

코드번호

지 역

미얀마

113**

양곤, 모비

Bogalayzay street, Botataung Tsp., - 양곤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
Hmawbi - 양곤에서 40km 떨어져 있음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8월 31일 ~ 9월 6일 (총 7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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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양곤 내 사회적기업 대표자 인터뷰(Pann Nann Ein, FXB)
2016.9.1-9.5

chapter 02

2016.10.5-10.12

여성직업교육훈련센터 센터장 Ms.Daw Moe Min 인터뷰
중, 고등학교 수준의 공립 기술교육학교 방문 - 교장 Mr. Myat Ko 미팅
한국 NGO 방문(더프라미스 양곤지부)
KCOC 전미선 미얀마 코디네이터 미팅
Aye Aye Aung 양곤 대학교 교수 미팅

1)미얀마YWCA 직업교육 강사 인터뷰(2016.9.6, 양곤YWCA)
제과․제빵, 봉제 교육 강사 인터뷰 진행
2016.9.6
2016.10.8

2)포커스그룹 인터뷰(2016.10.8, 모비 마을 교회)
모비 지역의 여성들을 연령별(18~29세, 30대~50대), 소득수준별(소득이 한 달
50,000짯 이하인 가정)로 나누어 직업교육 현황과 제안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포
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문헌조사
2016.8.18-9.12

조사 필요 내용 확정, 양곤, 모비 지역 정보, 미얀마 일자리 정보, 국가자격증 정보,
미얀마 역사, 인권, 여성문제 조사

1

이해관계자
분석

자문회의
2016.8.19

개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가, 미얀마 전문가 초빙하여 조사 필요 내용 자문 요청,
추후 미얀마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전망 논의, 조사사업 실행관련 자문 요청

국내

잠재적 수혜자의

2

일반적
생활 환경

지역조사 교육
2016.8.25-8.26

KCOC 주최 Assessment 심화교육 수료, 지역조사 절차, 수행과정, 포커스그룹

2016.8.17-8.30

이해관계자 연락, 회의 사전약속, 방문예정 기관에 대한 온라인 조사, 질문내용

조사 방법

1) 온라인 조사
양곤 내의 방문할 만한 사회적기업 조사, 직업교육 분야 조사

2) 방문, 인터뷰

조사 기간
2016.8.178.30

설문조사(모비 거주 여성 92명)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월소득, 교육정도, 민족, 종교, 필요 인프라, 남녀 차

2016.9.3

별 정도, 민족간 갈등 여부 설문

1) 설문조사(모비 거주 여성 92명)

인터뷰 방법론, 데이터수집 방법론, 참여적 조사방법, 롤플레잉 구현

이해관계자 조사

------------------------------------------------------

직업훈련 경험, 배우기를 원하는 직업훈련 종류,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3

확정, 설문조사 내용 확정, 현지 인력 협조 요청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

가장 필요한 요소 설문

2) 포커스그룹 인터뷰(여성 16명, 남성 2명,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구직시 문제점, 마을 협동조합에 대한 의견, 배우기를 원하는 직업훈련 종류,

2016.9.3
2016.10.8

창업에 대한 의지, 정부에 기대하는 일자리 정책, 직업교육의 우선순위는 누
가 되어야 할지, 양곤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질의응

1)1차 설문조사
현지 사전 협조 요청, 미얀마-한국어 통역 섭외, 2016.9.3 모비 마을 교회에서

현지

2016.9.3-9.5

여성 9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4

2)2차 설문조사
미얀마YWCA 회원 설문조사 모집, 2016.9.5 여성 30명 대상으로 양곤YWCA
대강당에서 현재 직업만족도 및 제안사항 설문조사 진행

5

6

94

데이케어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필요 여부

데이케어센터 사용 의지 및 지출 가능 비용 질의응답

미얀마의

문헌조사

거시경제,

미얀마 경제 분석 리포트 정독,

일자리 시장

영문 보고서 번역 및 정리

미얀마 여성,

문헌조사

인권 문제

주제관련 온라인 논문 정독, 관련영문기사 정리

2016.10.8

2016.8.1810.15
2016.8.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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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1) 미얀마 거시경제 및 일자리 현황

2) 중점 조사지역 모비(Hmawbi) 일반 현황
해당 마을에 2,000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인구는 244,607여명), 주요 경제는 농
업임. 모비 지역의 주요 농산물은 채소이며 이 농산물을 양곤의 시장에 보내 판매함.

• GDP는 2011년 조사 결과 520억 달러 이며, 2010년 이후 매해 5%이상의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관계자와 재계에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합의된 의견이나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계절과일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민은 소수이며, 마을 주변에는 모비천(川)
이 흐름. 지역 커뮤니티에서 세운 학교가 있으며,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여성센터에서 1
년에 한번 미얀마 각지에서 온 여성들에게 봉제교육을 실시함. 양질의 관우물(tube well)
용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식수 및 생활용수 목적으로 사용함

• 근본적인 경제 문제로는 급격한 환율 변화, 부족한 인프라, 각종 규제, 자원집중의
수 출입 경제 구조, 고수익의 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임

■

• 미얀마 군부가 경제까지 장악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을 포함하여 아직 외국의

마을자원

• 마을 내에 교회와 교회강당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건립한 학교 건물

점령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개선되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자치 요구는 통

도 공휴일에 사용이 가능함

• 또한 마을 건강센터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교통 관련,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로 마을 방문이 용이함
• 전기 사용이 가능하나 일정하지 않음

합적 경제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전체가 53년간의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부패정치, 조악한 경제정책의 결
과로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이며, 전기, 인터넷, 통신, 건축, 제조업, 등의 분야가 매
우 낙후되어 전체 인구 중 25.6%가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음

• 중국인들과 중국 상품이 미얀마 경제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족한 일자리는 군부, 정부가 운영하는(혹은 관계

■

직업교육

• 해당 지역이 산업구역에 가깝고 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이 산업구역에서 일하는 관

된) 제한된 산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경쟁 체제를 장려하고 창업에 대한 규제가

계로 봉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려됨. 주민들이 봉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집으로

완화된다면 일자리가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옷감을 가져와 옷을 만들어 공장으로 보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 국가 투명성 지수는 2015년 조사 결과 168개국 중 147위였으며, 매해 나아지고 있
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열악한 교육제도로 대학을 졸업하여도 전문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우며, 사설
학원 등의 재교육 시설에서 다시 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하고 있음. 또한 많은 대학
졸업자가 외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어가기를 희망함

공장에 가지 않고 집안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음

•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청년들에게 오토바이
엔진 수리 트레이닝과 같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

• 최근 많은 지역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므로 휴대폰 수리 트레이닝 또한 효과적
일 것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므로 식품 가공 교육 또한 유망함

•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기술의 수가 적으며, 제과·제빵, 미용교육, 의상디
자인 등 아예 국가 공인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3) 이해관계자 분석(Categorization of Stakeholders)

어, 교육의 질이나 양을 설계할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임

1차 지역조사 실시 중 이해관계자 미팅을 주요 활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초기에 설정했
던 여성직업교육 센터 설립에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 분석결과를 도출함. 국가가 운영
하는 여성직업훈련센터(Women Development Center)나 남학생들이 진학하는 공립 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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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Govenment Technical High School)은 조직 자체의 규모가 크고, 해외 및 국내의 지속적인

능한 제조업은 전무한 상태임

• 커피수출은 시작하는 단계이며, 대부분 국영기업이 산업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마을에서는 모비 지역에 여성직업교육센
터를 설립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였고, 접근성 때문에 모비 지역의 센터

전문화/민영화가 새로운 국가 정책임

• 협동조합은 군부가 정권을 잡기 전 활성화 되었었으나, 현재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

설립을 선호함

식이 매우 부정적임
■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등)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단계가

미얀마YWCA

• 미얀마YWCA는 1999년부터 소액대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양곤 내 10개

되지 못함

•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지역조사만 하고

의 마을에서 약 1,5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미얀마YWCA 소액대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중 남성는 5%이고, 여성은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미얀마 여성문제는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이 두드러

95%임

• 모비에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Vision Fund가 들어와 비슷한 소액대출 사업을 하

짐. 가정이나 회사에서 실무는 여성들이 하지만 고위급들은 거의 남성들이 차지하

였으나, 현재는 미얀마YWCA 이외에 기타 사업을 하는 국제기구나 NGO가 없음

고 있음

• 미얀마YWCA의 정규직 실무자는 5명이며, 소액대출 프로젝트 매니저는 25명이

• 개혁개방 후에도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문화가 두드러져 정부기관에 무조건 허가

근무

를 받아야 마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함. 현재 수도 네피도에는 외국인들의

• 미얀마YWCA에서 이전에도 사업 시작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행해본 적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호텔 내에서만 묵는 것이 가능함

Assessment의 컨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 현재 제과·제빵, 꽃꽂이, 여성리더십 교육, 재봉교육을 하고 있지만, 하루 세 시간
2주~한 달 과정 등으로 매우 기초적인 수준임

• 현재 World YWCA의 지원으로 Power to Change 라는 여성 리더십 육성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여성 직업교육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
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음

■

사회적기업 Pann Nann Ein & FXB

• Pann Nann Ein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3명의 장애인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임

• 초기에 UK에서 들어온 펀드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매출이 신장되어 현재는 1년에
30,000,000MMK(약 24,700USD)의 매출이 나고 있음.

• 장애인들의 문해율과 업무 습득이 저조하여 일단 시작하면 초기 6개월은 집중적으
■

KCOC 전미선 미얀마 전문코디네이터

• KCOC 전문코디네이터는 올해 미얀마에는 처음으로 파견되었으며, 한국 NGO
가 미얀마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GO 길라잡이 미얀마 편 편찬,
KCOC NGO봉사단 관리, 국제개발 협력 NGO간 네트워크 관리, 효과적 사업수
행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맡고 있음

• 미얀마 내 KCOC 봉사단들은 농업기술 전수 프로젝트, 소액대출 프로젝트 등에서
일하고 있음

• 현재 전체 공교육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과거 학생운동을 두려워한 군부
가 대학교들을 지방분산 한 것에서 기인함. 모든 교과가 암기식이며 현재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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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을 하며, 이후에는 숙련 정도와 물품 생산에 따라 월급을 지급함.

• 주요 생산품은 버려진 론지 천을 이용한 엽서, 카드, 장식품, 지갑, 공책 등임.
• 생산에 관련된 교육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화, 문해 교육 등
도 함께하고 있음

• 안정된 수익 창출로 현재는 외부의 펀드가 필요없는 상태임
• FXB는 Francois-Xavier Bagnoud라는 설립자의 이니셜을 딴 사회적기업으로
1993년에 설립되어 양곤 근처의 HIV 환자들과 함께 가구, 인형, 장식품, 양초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이동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공예품 생산교육을 하고 있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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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약 100여명으로 남성은 40%이고 여성이 60%를 차지함

■

모비 주민(잠재적 수혜자,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정리)

• 구직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미얀마의 낮은 교육수준, 적절한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

• 생산자 이외에도 HIV 환자들에게 shop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900명이상에게 기초
영양공급사업과 함께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음, 여성의 경우, 30세가 넘으면 채용되기가 어려움, 구직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

• 두 사회적기업에 직업훈련을 미얀마YWCA와 협업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였으

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많음

• 인클루시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으나 미얀마Y가 워크샵, 교육 등을 통

나, 본 기업 내의 교육생들을 케어하는 일과 사업 확장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함

해 사업을 조직한다면 마을 사람끼리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함
■

• 미얀마 경제의 주요 문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모두에게

Women Development Center

• 정부에서 지은 여성 직업훈련센터로 1964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정부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세 명임
• 공립인 밀리카 학교에서 18세가 되면 이곳으로 오게 되며 대부분이 고아이거나,

일자리의 기회가 없다는 것임

• 취업을 위하여 정부에 원하는 바는 다양한 나이대에 맞는 구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물가를 낮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을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임. 현재 106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직업 훈련을 받

펴야 한다는 것,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한 취업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미얀마YWCA가 어린이집을 설립한다면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용료가

고 있음

• 훈련생 대다수가 이곳에서 일생을 보냄. 일부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따로

한달에 5,000짯(한화 약 5,000원) 이하라면 이용가능 할 것이고,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함

가족들과 지낼 수 있으며 WDC가 파트너 및 협력관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함

• 식재료 가공기술, 컴퓨터기술, 봉제 기술, 농업기술 등을 교육받기 원함
• 조사대상자들의 제언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이어 실제 구직에 성공하

• 트레이닝의 종류로는 직조, 바느질, 십자수, 실 뽑기 등이며, 커튼 쿠션, 테이블 매
트, 숄, 론지, 냅킨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운영비가 충분치 않아 외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태이며, 전문적인 분야에도 교

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정보나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까지 제공하는

사들의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함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WDC는 새로운 직업교육 트레이닝 및 해당 시설의 여성들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NGO 분야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음
■

Green Way

• 그린웨이는 농업관련 기술 컨설팅 회사이자 사회적기업임
•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과 환경 보전, 천연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초
기에는 상추를 경작하여 호텔에 납품하였으나 이후에 NGO와 연계하여 지역커뮤
니티에 농업기술 훈련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얀마 내 231개 타운쉽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전파하고 있
으며 이 모바일 앱은 기술 교육 뿐 아니라 계절 농작물에 대한 시장 가격 등의 정보
를 함께 전달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분석표
Potential target
Group

Opposing Group

모비의 여성들
사설 직업기술
훈련센터

타겟 그룹의 자녀들

양곤의 일 하고자 하는
여성들

모비 인근 마을 주민
미얀마에 사업을 확장하고

Donor

국제개발협력 자금(ODA)

Decision Maker

서울YWCA

미얀마YWCA

Implementing
Agency

서울YWCA

미얀마YWCA

Supporting Groups

모비 커뮤니티

Green Way

자 하는 국외 사업체

• 그린웨이는 미얀마YWCA와 파트너로 협력하여 지역의 농민들에게 기술교육을
할 의지가 있으며, 여성교육에도 관심이 있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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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직업교육센터는 모비 내에 있는 것이

04 변화의 영역 ---------------------------------------------------------------

지속적인 활용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음

• 여성으로써, 혹은 남성으로써 차별을 느낀 사례가 많은지에 대한 설문에 92명 중

가. 주목 분야

여성 2 명만이, 여성이기 때문에 기회가 적고 차별을 느낀다고 답변함

한 사회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에 대한 투자임.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여성의 중등교육에 대하 투자를 1% 증가하였을 때
0.23%의 지역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함. 이코노미스트는 여성고용의 증가와

C)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

버마족

73

수공예품 제조

24

직업훈련센터

45

카렌족

15

비누, 향초 제조

30

대중교통

1

카친족

1

직조

2

병원

8

친/라완/리수

3

쌀, 곡물, 옥수수 생산

7

안정적 전기공급

3

어린이집

2

학교

2

포장도로

14

저수로

2

선진국의 경제 성장 분석 후 현대 사회에서 여성인력은 중국이나 인도, 인터넷의 성장보
다 더 큰 잠재적 성장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여성부 2009. 개발도상국 여성역량 개발지
원사업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YWCA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

B) 마을주민들과 함께 협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제품

A) 민족

로그램 중 직업교육훈련은 고용, 기업가 정신 개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제공, 경제성
장에의 기여 등과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으
로 인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에 많은 제약이 있다
고 생각하여 여성 인권 개선,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직업교육 센터 설립 등을 목적으로
지역조사를 수행하였음
D)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유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시간이 없음

해당지역의 현 상황과 수요를 알아보고자 일반 생활환경과 직업교육 수요 관련 설문조
사를 실시함. 여러 항목 중 유의미한 결과를 표시하고 기타 내용은 설명을 덧붙임
■

모비 여성 92명 직업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모비 지역이 양곤의 산업화로 인해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 마을사람들 간의 협업이

연령이 너무 높거나
낮음

18

의복제조, 직물제작

39

훈련센터

49

19

인테리어 디자인

25

정보 및 상담제공

4

6

등록금 지원

4

수공예(비누, 양초,

교육 비용이 없음

8

생업에 종사해야 함

16

목재&금속 제련

3

8

휴대폰 수리

11

양곤행 교통

13

26

베이비시터 지원

5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문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민족 분포와 민족간 갈등

남편 혹은 자녀를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에는 오랜 기간 함께 산 이웃으로 민족이 다를

돌보아야 함

지라도 갈등이 없다고 대답함

F) 직업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2개 중복 답변 가능)

E) 어떤 직업교육이
필요한가

교육 기관까지의 거리

•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생업에 종사해

10

악세사리 등)

돌보미 서비스(육아,
가사, 요양 보호)

훈련기간 중 생활비
지원

49

야함과 같은 이유로 보았고, 직업교육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경우 이용률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었음

• 최근 모비 근처에 한국 혹은 외국 봉제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봉제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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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YWCA 회원 30명 직업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교육은 미얀마YWCA 뿐 아니라 양곤YWCA, 마을의 자치
단체, 기타 NGO 제공 등 모든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설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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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13인, 미혼여성 17인이 응답하였으며 교육훈련 직종 관련 답변 등에서

# of trainings conducted
제공된 교육의 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of women received training

• 교육 후 크던 작던 어떤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을 때 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설문내용

응답내용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교육은?
가장 유용했던 교육은
무엇인가?

직업교육 이후에 구직에 성공한 여성의 비율

간호조무교육

직업교육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여성의 비율

뜨개질, 보고서 작성 방법, 봉제교육, 꽃꽂이, 시니어 돌보미, 응급처치, 간호조무

효과적이었음(30인 모두 같은 응답)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에게 선물을 줌,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음

Announcing to select trainers for

Provide jobs with various trainings
women in need 교육 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홍보함
구직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함

봉제교육 심화과정(옷, 가방 만들기), 사진찍기, 보고서 작성방법, 제과,제빵, 패션
디자인, 헬스케어, 양초만들기, 제약조무사, 영어

엔진 수리기술 교육이 필요함,
더 다양하고 많은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함

# of trainers identified
고용한 강사의 수

Developing vocational training

# of vocational training manuals

manual

developed

직업교육 교재 개발

개발한 교재의 수

Goal

Activity
Identify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atget community

Offer quality
education
service
고급 직업교육을
제공함

타겟지역에 직업교육센터 설립
Publishing training manual book
교육교재 출판

Indicator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마켓리서치 결과 보고서 발간 횟수

Developing marketing strategy

# of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마케팅 전략 개발

실행한 마케팅 전략의 횟수

# of vocational training manuals book
punblished
출판한 교재의 수

Designing program with the local

# of meeting conducted, #of

staffs

curriculum, result of meetings

현지 스태프와 함께 커리큘럼 디자인

회의횟수, 커리큘럼의 수, 회의 결과물

소셜비즈니스
컨설팅 센터로서의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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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day care center identify
설립된 데이케어센터의 수

Identify day care center teacher

# of day care center teacher identify

데이케어센터 교사 고용

고용된 보육교사의 수

보육교사에게 교육을 제공

Root in the
community as
a sustainable
social business
consulting
center

제공된 교육의 수

데이케어센터 설립

teacher

설립한 직업교육 센터의 수

# of trainings conducted

Identify day-care center

provide training for day care center

# of training center identify

출판된 직업교육 교재의 수
# of research done

여성과 부녀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

1) 사업대상 분야 지표 설정

punblished

마켓 리서치

women and mother

Stabilize work
and family life

# of vocational training manuals book

Market research

Providing special trainings for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홍보 횟수

다양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고용

직업교육 교재 출판

제공하면 좋겠음, 건강, 체육, 뷰티 과목을 운영해야 함, 컴퓨터, 건강, 운전 연수

# of Announcement produced

Identify trainers for various trainings

Publishing training manual book

일반적 회사운영시간 이후에 수업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함, 무료로 직업교육을
제안사항

% of women get a job after training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함

knowledge and skills

취직하는데 도움이 됨,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음,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친구

무엇인가?

trainings to women

기초행정, 꽃꽂이, 봉제교육, 비누와 샴푸만들기, 비즈니스플래닝,

학습한 기술과 지식을

현재 필요한 교육은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

% of women apply their gained

교육, 경제교육(Income and expenditure management)

교육내용의 효과성 여부?

Provide various types of vocational

# of training conducted
제공된 교육의 수

Develop rules and regulations
to provide materials for selected

Rules and Regulations developed for

trainees

materials receiver ( trainees)

선택된 교육생들에게 적용될 규칙과 조건을

교육생들에게 적용된 규칙과 조건

개발
# of beneficiaries received materials
Provide materials to slected

정보를 제공받은 수혜자 수

beneficiaries

# of materials provided to

자료와 정보를 수혜자들에게 제공

beneficiaries
수혜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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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얀마YWCA 교육 커리큘럼

득, 저학년 여성들이 제조분야 노동인력의 주축을 이룰 때 근로여성의 인권, 작업,

상기 사업대상 분의야 지표와 관련한 지표선이 전무하므로 2016년 9월 진행하고 있는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짐. 근로여성의 인간화가 사회문제로 대두, 이 대안으로 1977

미얀마YWCA의 직업교육 커리큘럼으로 기초선 조사를 대신함(추후 개발협력사업을 본격

년 근로공단과 인접한 독산동에 근로여성회관을 건립하여 노동환경, 노동인권문

화 할 경우 미얀마YWCA의 현상황을 기초선, 베이스라인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갈 계획). 현재 교

제에 직접 개입, 해결 노력하였음. 이후 매년 다양한 직종의 전문여성인력 양성과

육의 양과 교육생의 수가 비교적 적어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직업상담, 취업알선,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매년 1만 5천여 명의 직업훈련생
을 배출하고 있어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가지며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

Class name
Basic Sewing training
Advance sewing
training

How many
hours

The number
of lecturer

The number of
students

Age(20s’, 30s’, 40s’,
50’, 60’)

음. 또한 YWCA는 전세계의 단체들이 파트너로 이어진 조직으로 미얀마YWCA

60 Hours

1

6-20

Mostly 30’s

력, 프로젝트 실행력, 투명성 등을 증명해 왔음. 미얀마YWCA는 10년 이상 마을의

60 Hours

1

6 maximum

Mostly 30’s

30 hours

training

(5 days)

(Bracelet, candle,
recycle arts…)

30 hours
(5 days)

16 hours

plastic ribbon

(2 days)

Basic home

30 hours

management

(5 days)

New Born care
Fruit preservation

5

17-20 maximum

20s’

4

15-20 maximum

20s’

없다고 보여짐

◎◎협력 단체 간 역할 분담
기관명

Basket making with

Elderly care

풀뿌리 지역 운동을 해왔으며 주민을 통한 계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 역
할하고 있으므로 향후 본격적인 여성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손색이

Office Administration

Handicraft

는 서울YWCA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자원봉사자 조직

132hours
(1 month)
132 hours
(1 month)
30 hours

2

30 maximum

- 필요자원 모금

20’-50s’

5

20 maximum

20s’

5

10 maximum

20’s-50s’

역할 분담

- 프로젝트 전체 기획

서울YWCA

- 예산관리
- 전문 직업교육 강사 단기 파견하여, 현지 강사 교육 진행
- 모니터링
- 한국인 현지 인력 채용 및 교육, 파견
- 프로젝트 수행

5

10 maximum

- 시설 설비 개선 및 관리

20s’-50s’

- 한국인 파견 인력 사무실 제공

미얀마YWCA

-

- 현지 전문 강사 섭외
- 직업교육 홍보 및 수혜자 선발
- 여성 직업교육 니즈 파악

Business management
(Start and Improve
Your Business-SIYB)

18 hours
(3 days)

- 지속가능성을 위한 예비비 적립
2

10 maximum

20s’-50s’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경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도 경험한 바로, 서
울YWCA는 여성 최초 도배사 양성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1970년대 저연령,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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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료 출처(최신순으로 정리) ----------------------------------------- Myanmar Informational Management Unit(www.themimu.info)
- 위키피디아, 미얀마 교육 관련(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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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SED AT HOME, MYANMAR WOMEN FAILED BY LAW AND
TRADITIONS(2016.8.31, Myanmar Now)
- Raising the Curtain- Cultural Norms, Social Practices and Gender Equality in
Myanmar(2015.11, The Gender Equality Network Yangon, Myanmar)
- 여성직업능력개발 ODA 신규 수원국 타당성 조사 연구(2015, 여성가족부)
- Vocational training courses for youth in Myanmar(2014.3.24, Acted Myanmar,
http://www.acted.org/en/vocational-training-courses-youth-myanmar)

05

06

07

08

09

10

11

12

-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2013.12.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ndustrial Policy Reform in Myanmar(2012. 4, Dwight H. Perkins, Harvard
Kennedy Center ASH School)
- 개발도상국 여성역량 개발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2009. 8, 여성부)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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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01
02
03
04
05
06

미얀마YWCA와 지역조사 사전 워크샵
미얀마YWCA 봉제수업
Women Development Center 방문
기술공립학교 방문
모비 여성 설문조사 오리엔테이션
18-29세 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07
08
09
10
11
12

미얀마YWCA 수강생 직업교육 설문조사
저소득층 주민 포커스그룹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 시 마을의 Resource Mapping
Hmawbi Resource Map
미얀마YWCA 내부 워크샵
농업 사회적기업 Green Way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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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다양한 직업교육 및 커리큘럼 구축

chapter 03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운영체계
구축

지역의 니즈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수업을 신설하여, 빈곤
여성에게 구직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함.
기혼 여성들이 일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와 창
업, 구직 컨설팅 부서를 마련하여 직업교육과 직접 연계하
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연차별 사업 목적 및 목표
연
차

지역조사를 통하여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
였고, 접근성이나 추후 확장성 때문에 미얀마YWCA를 기반으로 교육센터를 마련한 후
모비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계획함

◎◎사업 계획 요약

1년차

사
업
인프라 구축&현행 수업 내실화
목
적

사
업
내
용

2년차

⇨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기초
설비를 갖추고, 현행 직업교육의
내실을 공고히 함.

다양한 전문적 직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

3년차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

구축

저소득층 청년 여성, 한부모가

지역의 니즈에 부합하는
⇨

직업교육 수업을 신설하여,
빈곤 여성에게 구직이나 창업에

운영 체계(워킹맘 지원센터)

정 등 여성들을 위한 진로 및
⇨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함.

취업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체계
구축하고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토대 마련(데이케어 센터 등)

- 파트너 기관인 미얀마YWCA를 거점으로 서울YWCA의 전문분야인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여,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목적

기여하고자 함
- 소득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여성직업훈련
기관 및 워킹맘 지원센터’운영하여 여성들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자 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 사업
내용 요약

측정 지표

• 사업 시행 중에는 홍보와 내실화를 위하여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전체 교육비의
20%내외를 출석완료 시 환급하는 조건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3년 이후에는 약 40%의 교육비를 소액대출 형식으로 납부하여 강사 급여, 시설 유

전문적 직업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 수혜자 수, 교육생 만족도

현행 직업교육 내실화

교재 제작, 교육 수료 후 소득 창출

다양한 직업교육 커리큘럼 구축

교육 수혜자 수, 만족도 측정

얀마YWCA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수료여성들을 활용하여 일자리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운영체계 구축

상담자수, 이용자 만족도

연계, 강사 연계 등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함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직업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기초 설비를

찾아가고 싶은 미얀마 YWCA

갖추고, 현행 직업교육의 내실을 공고히 함.
현재 취미반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목들을 강사교

현행 직업교육 내실화

육, 인프라 구축,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전문화 시켜 구직

지보수비, 행정비 등을 충당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서울YWCA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 멘토링을 자부담으로 시행하며, 미

• 전기 공급, 인터넷망의 제한 등으로 아직까지는 구인, 구직 시장이 아날로그적인
것을 감안하여 미얀마YWCA가 구인, 구직 정보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노
력을 기울이도록 함

• National Technical Skills Qualification Standard와 MOU를 추진하여 향후 국가
공인 자격증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하며, 주도적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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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ART

[교육]

월드쉐어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 기존 조사 목적: 탄자니아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 내에 개별 특수학급이 존재하나 (발달장애분야 특수학교: 5개 / 특수 학급:155개)
운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Dar es Salaam, Kinondoni 지역에 발달장애아
동들을 위한 Sinza Maalum 특수학교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교육 프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로그램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미비함. 이에 따라 특수교사 역량강화 및
작성자

월드쉐어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발달 장애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구상함.

김미지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교육

코드번호

조사 목적

탄자니아 발달장애아동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역조사

국 가

지 역

탄자니아

11120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다르에스살람

대상 국가 및 지역

• 수정된 세부 목표: 지역조사 시행 결과 구상 중인 사업과 방향성 부분에서는 큰 차
이점이 없음. 특수교사 역량강화 및 교육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되,
교육시설부분의 직업훈련소, 물리적 접근성 강화 부분은 축소하고자 함. 특수교육
분야의 특성상 교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발달장애분
야 교육 커리큘럼이 전혀 정비되어있지 않은 탄자니아의 상황에서 교사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발달장애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 또한, 다르에스살람지역의 두 학교 (신자특수학교, 음토니특수학교)를 모두 방문해본
결과 음토니특수학교는 타 NGO의 지원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 따라서 신자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지원을 하되, 교사역량강화를 위
한 워크샵 시행 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에게도 워크샵

Kwa Mwarabu, P.O.Box 80422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2일 ~ 9월 11일 (총 10일)

참여의 기회를 부여.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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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구상 중)

지역조사 항목

장소
탄자니아 교육청

탄자니아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육 시스템 파악

지역 내 NGO
관련 국제기구

전반적인 환경 분석

발달장애아동 및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장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중장기)

특수교사 역량강화
(우선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확충 (중장기)

특수교육관련 이해관계자 (교장선생님 및 교사)

지역 커뮤니티

을 진행하고 학교행사를 통해 완성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

• (3)장애아동의 신체적 접근성 강화(스쿨버스 지원): 장애아동들이 학교로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스쿨버스뿐만 아니라 기숙사 건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교사역량강화를 제

Sinza Maalum 특수학교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의 배치를 우선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Mtoni Maalum 특수학교
국내조사

교육시설 확인

Sinza Maalum 특수학교

(중장기)

악. 따라서 직업훈련보다는 체험교육의 일부로 비누나 양초 만들기와 같은 워크샵

지역 커뮤니티

국내 특수교육 전문가 자문 및 조언

직업훈련 후 완성품 연계 판매점 운영가능성 파악

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

Neema Craft 외 2곳
탄자니아 교육청/

다른 특수교육기관 및 학교와 네트워크 (중장기)

다르에스살람 지역 내 특수
학교 및 특수학급

발달장애아동의
특수교육으로의
접근성 강화

장애아동 학부모의 특수교육 필요성 인식 및 가정 내 교육
방법 습득을 위한 교육
장애아동의 신체적 접근성 강화 (스쿨버스 지원)

학부모 인터뷰, 가정방문

Sinza Maalum 특수학교

• 구상사업에 따른 조사 목적 중 (1)장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2)직업훈련 후
완성품 연계 판매점 운영가능성 파악, (3)장애아동의 신체적 접근성 강화 (스쿨버스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상사업에서 제외.

• (1)장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발달장애아동들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발달장애아동의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음. 장애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타인을 때린다던지 소유물을 훼손하는 등) 해당 아동에 대해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일 뿐,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2)직업훈련 후 완성품 연계 판매점 운영가능성 파악: 직업교육 및 완성품 판매의
경우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달장애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음.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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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9/1 (목)

•조사팀 미팅
- 현지조사 출국 전 최종미팅
•문헌조사

9/19 ~ 11/11

chapter 02

-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결과보고서 작성

9/21 (수)

•조사팀 미팅
- 조사결과 기반 사업화 항목 설정
•인천출발, 다르에스살람 도착

9/2 (금)

•도착비자 발급
•필요물품 구매 (유심칩, 식수 등) 및 환전
•섭외사항 확인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The green shop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파는 기념품 숍) 방문
- 시장조사

9/3 (토)

•Wonder Workshop (장애인 직업교육 및 생산품 판매) 방문

01 일정별 조사 활동 --------------------------------------------------------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9/4 (일)

1) 국내 및 현지조사 일정
기간

9/5 (월)

활동 내역 약술

-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세계노동기구

9/6 (화)

현지

9/7 (수)

•다르에스살람대학교 교육학부 방문
- 교육학과 학과장, 장애학생지원처 담당자, 대외협력부서 담당자 인터뷰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 2013 탄자니아 연례보고서, UNICEF

•현지 NGO Christian Blind Mission (CBM) 방문

- 탄자니아 약황,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탄자니아 특수학교리스트, 탄자니아 교육부 홈페이지

- 담당자 인터뷰
9/8 (목)

•탄자니아 교육부 방문
- 담당자 인터뷰

•황열 예방접종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국내 NGO 그린티처스 방문

•음토니특수학교 (Mtoni Special School) 방문

- 특수교사역량강화 관련 사업 조언
•조사팀 미팅

- 관찰조사 및 선생님 인터뷰
9/9 (금)

•다르에스살람 교육대학 방문
- 담당자 인터뷰

- 지역조사 준비사항 공유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국내 NGO 밀알복지재단 방문
- 장애인 관련 사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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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레스 학교 (Wailes Primary School) 특수학급 담당 교사 인터뷰

- 2008 Tanzania Disability Survey, 탄자니아 통계청
-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8/30 (화)

- 참관수업

•KCOC 코디네이터 만남

- NGOs & UN Agencies Assis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난민기구
- Special Needs Education In Tanzania, 핀란드 외교부

8/24 (수)

- 특수교사 인터뷰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 탄자니아 노동부
-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SP)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육환경 관찰조사

•신자특수학교 (Sinza Special School) 방문

-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Guidelines, 세계보건기구

8/22 (월)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조사 내용 정리 및 차일 일정 관련 회의

-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І), 한국교육개발원

국내

•가정 방문 (5가정) 및 지역 주민 인터뷰
•신자특수학교 (Sinza Special School) 방문

•문헌조사

8/17 ~ 8/31

•가정 방문 및 지역주민 인터뷰 시 필요한 물품 구매

9/10 (토)

•다르에스살람 출발

9/11 (일)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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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

2) 조사팀 구성

1) 문헌조사
01

① 탄자니아 일반현황
탄자니아 일반 사항

이름

소속/직위

역할

1

신창민

월드쉐어 국제기획팀 팀장

지역조사 총괄

2

김미지

월드쉐어 국제기획팀 간사

회계정산 및 보고서 작성, 조사 진행

3

김나라

월드쉐어 탄자니아 지부장

탄자니아 현지 일정 조정

4

홍주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학위과정

발달장애 특수교육 전문가 자문
인터뷰 질문지 작성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1
2
3

탄자니아 및 장애분야
일반현황
발달장애아동 현황
장애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4

발달장애특수교육 현황

5

특수교육 프로젝트 시행

6

특수교사양성과정

7

발달장애아동 직업훈련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문헌조사

8/17~8/31

문헌조사 및

8/17~8/31

가정방문(관찰조사, 학부모 인터뷰)

9/4

관찰조사 및 지역주민 인터뷰

9/4

특수학교, 탄자니아 교육부

9/5~6

특수교육 관계자 인터뷰

9/8~9

국내 및 현지 NGO, 국내 관련기관 방문

8/24,30

관계자 인터뷰

9/8

다르에스살람 교육대학, 탄자니아 교육부
특수교사 인터뷰
문헌조사
현지 장애인직업훈련 제공기관 및 생산품 판매점
관찰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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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분야 이슈

문헌조사
관찰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9/8~9
9/3
9/19~11/11

• 수도: 도도마(정치수도), 다레살람(경제수도)
• 인구: 5,080만명
• 면적: 942,849㎢ (한반도 약 4.3배)
• 종교: 이슬람교(35%), 기독교(30%), 토속종교(35%)
•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
정치현황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5년임기, 1회 연임)
• 의회구성: 단원제 (394명)
경제현황

• GDP: 376억불 (‘14)
• 1인당 GDP: 740불(‘14)
• 교역규모: 163억불(‘14)
• 화폐단위: Tanzanian Shilling ($1=Tsh 2,150)
약사 및 최근정세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4년 탕가니카, 잔지바르 합병하여 탄자니아합중국
탄생.

• 1985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후 현재 서방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음
• 1961년 독립 이래 집권해 온 CCM은 일당우위체제를 견고하게 유지
• 대체로 종교간 평화가 유지되어 온 대표적 아프리카 국가이나, 2012년부터 종교갈
등(이슬람과 기독교)이 간헐적으로 발생

8/17~8/31
01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탄자니아 약황, http://tza.mofa.go.kr/korean/af/tza/main/index.jsp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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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John Magufuli 대통령은 2015년 10월 선출되어 2015년 11월 5일 취임

• 클러스터 (Cluster)
①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공평하고도 고용창출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

• 1.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식량자급, 안보의 확립, 교육의 증진, 성평등의 추구, 건
강서비스 접근의 제고, 모성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 식수 공급의 확대 및 중소득국
가 수준의 수명 연장

• 2. 굿거버넌스 및 법치의 실현: 바람직한 도덕성 확립 및 문화적으로 고결한 분위
기의 조성, 법치 존중과 동참, 부패 및 비리의 근절,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확

개발원칙, 식량안보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서비스 공급,
생산목적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인프라 확충
②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최빈곤 및 취약계층의 교육, 생존,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및 사회적 보호제도의 활용에서 불평등 대우를 줄임
③굿
 거버넌스 및 책임성: 법의 지배, 공공재정의 집행, 천연자원의 활용, 인권
및 기업활동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 확립

산과 정착

• 3. 중소득국가로의 진입: 중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준 공업국가, 낮은 인플레율 및 기초체력을 갖춘 거시경제 안정에 바탕을 둔 경제,

② 탄자니아 교육현황

• 일반교육학제

8%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 유지, 모든 산업 부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물적 인프라

탄자니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7년 과정이며, 공식적인 입학연령은 7세이

구비, 지역 미 국제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 능력 확보

나 정확한 연령을 지켜 입학하지는 않고 대개 5세에서 10세 사이에 입학함. 7년간
의 초등교육 이후 초급 직업연수센터에서 담당하는 2년의 기술과정에 등록하거나

Five Year Development Plan (5개년개발계획)

• 6대 우선개발부문

하위 중등교육(4년)에 입학하여 국가시험인 O-level를 치르게 되며 이후, 상위 중
등학교(2년)을 다니거나 College 과정에 진학함. 초등교육을 마친 후 2년의 기술교

① 인프라

육과정으로 등록할 수도 있음. 상위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국가시험을 치르고

② 농업

합격하면 Six Certificate를 받게 되지만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낙제

③ 산업

함.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College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데, College 과정을 통

④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해 Certificate 과정 (2년), Diploma과정 (2년)을 거쳐 대학 학부과정으로 진학할 수

⑤ 보건

있음. 또한 상위 중등학교의 국가시험 낙제 시 Diploma과정을 거쳐 학부과정으로

⑥ 관광, 무역 및 금융서비스

진학할 수 있으며 College과정에서 2번 낙제 시 기술학교로 진학하게 됨.

MKUKUTA Ⅱ(빈곤감축전략)

• 5가지 핵심전략

◎◎<탄자니아의 학제>
교육단계

학년

① 인적 자본 및 자원을 포함하는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사용 및 개발

석, 박사과정

② 제도 및 시장의 원활한 기능 수립 및 강화
③ 인프라의 보강
④ 공공 재정운영의 질적 개선, 시장기능 제고 및 공공재의 체계적인 운영을 취
지로 하는 경제적 거버넌스의 확립

교육과정

5
고등교육

4
3
2

학사과정 (3~5년)
또는
기술대학 (2~3년)

1

⑤ 자원동원 및 원활한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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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2
상위중등교육

Diploma 과정 (2년)

1

상위중등교육

2

(2년)
Certificate 과정 (2년)

1
국가시험
4
하위중등교육

3

하위중등교육

2

(4년)

1
7
6
5
초등교육

초등교육

4

(7년)

3

◎◎(Tanzania 2008 Disability Survey Report p.17)

2
1

03

- Policy

Statement :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
들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005년 핀란드 외교부에 의해서 발간된 탄자니아 특수교육 보고서 (Special Needs

③ 탄자니아 특수교육현황

•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은 취약 계층 중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탄자니아 장애

Education in Tanzania)에 의하면 1989년도, 2002년도, 2004년도에 음베야 지역에서

아동 교육현황을 보면, 비장애 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통합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시행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비율은 41.7%로

결과가 좋았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 특수교사훈련과 지역사회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금 부족

비장애 아동에 비해 대략 2배정도 높음.

• 충분한 교육이 장애아동들의 잠재력 개발에 필수적이나 여전히 부모들은 아동들

- 수업 자료와 특수 장비의 부족

을 부담으로 여기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 탄자니아의 장애아동들은 일

- 학교로의 접근성 부족

반아동과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교육과 학교 커리큘럼이

- 정부관계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02

장애아동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불명확한 정책

④ 발달장애 직업훈련

• 탄자니아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서비스 및 직
업훈련에 니즈와 오퍼사이의 간극이 존재함. 교육서비스의 수요는 34.5% 이나

02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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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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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이 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0.4%로 거의 제

: 독립기술이 풍부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모델로 사무실, 도서관, 증권거래

공받지 못하고 있음.

소, 상품창고, 컴퓨터, 식료품, 실험실 등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
- 분산지원모델

: 한 작업장에서 직무지도원이 전일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2~5명이 같이 일
하는 형태로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작업기술을 개발할 필
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
가능한 직업으로는 음식서비스, 제빵, 식료품, 실험실 등이 있음.
- 이동작업모델

2~3명이 그룹으로 이루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건물청소, 잔디깍기 등의 일을 할 수 있음.
- 일대일

배치모델

◎◎(Tanzania 2008 Disability Survey Report p.94)

직무지도원 한명에 발달장애인 한명 배치,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패스트푸드 종업원, 재고관리 요원, 사서보조, 단순 반복업무 등이 있음.

• 직업교육04
직업교육 또한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부족한 상황. 탄자니아 사회뿐 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를 능력의 부족으로
보면서 고용으로의 접근을 한정시키고 있음.
05

- Policy

Statement : (1)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기술교

07

⑤ 장애에 관한 인식

• 장애에 관한 만연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가 미신, 불행과 연관이 되어 있
다는 관습에 의해서 발생.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들이 지역커뮤니티에 통합되고 참
여하는데 장애가 됨.

육과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
인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능을 가진 장애인을 식별하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Employment

Policy Statement: (1)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장애인들
이 자신들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실시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종자돈과 도구
들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⑥ 범분야 이슈

• 탄자니아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에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 아동, 노인을 특
08

수한 그룹으로 지정

• 탄자니아는 법제적 대책 및 젠더 관련 부처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인간개발지표에서 젠더의 격차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의 빈약함,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역량 및 인력의

• 직업재활 프로그램

06

09

부적합함, 정책적, 법적 성 주류화의 부재 등과 같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음.

- 개별배치모델


04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13

07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15

05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23

08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2004), p.18

06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연구, p.27-30

09 Multi-sector country gender profile (2005), African Development Bank,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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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지역조사

지역주민의 장애에 관한 인식

• 발달장애아동들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
① 가정방문 및 지역주민의 장애에 관한 인식

응이나 발달장애아동의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음. 장

발달장애아동 가정환경

애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장애아동

• 장애아동의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음. 부모가 죽거나 도망

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타인을 때린다던지 소유물을 훼손하는

가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 혹은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후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

등) 해당 아동에 대해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일 뿐,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니 혼자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 대게 어머니가 빵이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하루에 버는 돈은 1.5 USD 정도. 또한, 단순히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 중 약값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큼.

그외

• 	학교를 졸업할 나이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이 후에 속해 있을 곳이
학부모의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태도

• 아이의 장애와 증상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대부분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나 돌보아 줄 곳이 없어 부모들이 걱정함. 몇몇 학생의 경우에는 학령기를 훌쩍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음.

있으나, 아동들의 문제행동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나 대
처가 부족함.

② 특수학교 방문 및 특수교사 인터뷰
신자특수학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 	학부모의 경우에도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

학교형태
학생 수 (등록)

은 편. 또한, 학교 역량에 대한 기대는 부모마다 다르지만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선생님 수

받는지는 잘 모르며 일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일반적 학업기술 및 교과교육 등)보

학급 수

다는 독립생활기술을 익히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학교에서 가

90명

Dar es Salaam, Kinondomi

학생 수 (실제)

40명

보조인력

0명

교장 1, 교사 4
2개 (Level1, 3)

(학생의 생활연령에 상관없이 인지수준에 따라 두 개 또는 세 개 학급으로 구분함)
- 전체적으로 학교가 잘 정돈되어 있음
-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알고 있음

르치길 바람. 몇몇 학부모의 경우 연 2회 학교에서 학부모 미팅이 있으나 모든 학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음.

학교 주소

초등학교

관찰조사

- 교실 5개가 통합교육을 위해 지어졌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직업교육 및 학부모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연구)
- 교구들이 깨끗하나 다양하지는 않음
- 물리적인 학업환경은 깨끗함. 인프라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부모의 역할

•Level1 (9:00-10:00)

•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 장애아동의 가정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학생 수: 13명
수업내용: 이름말하기, 몸움직이기(신체활동),

타 NGO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조그룹에 참여하거나 아동이 학교에 가는데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생계를 이어가는데 대한 부담 혹은 무관심
때문에 아이의 상태의 개선이나 학교에 출석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부
모도 있음.

도구놀이(레고놀이)

참관수업

-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한명씩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친구들의 이름을 발음하도록 함.
- 후프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
- 가운데 모여 앉아 레고 활용한 놀이활동
- 춤추고 노래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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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3 (10:30-11:30)
학생 수: 10명
수업내용: 숫자세기, 숫자쓰기, 숫자읽기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숫자 세는 수준이 다름
(개별 학생이 가진 수 개념 및 이해수준에 따
라 개별적 학습 진행).
- 1만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덧셈을 알려주
기도 함.
- 일반학교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함.

점심시간, 식당

학교 중앙 강당

- 수업주제와 학습목표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수업이 계획되지 않아 즉흥적이고 단조
로운 활동이 이루어짐.
-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의 다양화, 수업 진행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

전문가 의견

나 학생 대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 그러한 여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
- 교사는 학생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 학생들과 웃으며 상호작용을 지속하며 수
업을 진행함

선생님 인터뷰 (Nasa/여/35세/경력10년)

• 장애아동 입학과정: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후 학교에 입학. 입학 시에는 Level
1으로 입학 한 후 이해능력에 따라 상급반으로 진학함.

• 교사근무 환경: 월급은 일반교사와 같으나 업무의 강도가 강해 많은 교사들이 기
피함. 교사가 청소부터 대소변처리까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 자원봉사자들이 가
끔 오지만 특수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있다가 가기 때문
에 도움이 되지 않음. 자원봉자사들의 교육이 필요함.

• 교육방향: (직업교육) 테이블 매트, 의자 깔개들을 만들지만 팔 곳이 없어서 못 팔고
있음. 과거에는 재봉틀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 재봉틀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음.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 줄 교사가 없음. 교
사 역량강화 워크샵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며 한국인 교사들과 소통하길 원함.

학교 사진

학생기록카드

Level1 시간표

(학생들의 발달 사항에 대해서 기록)

(숫자세기, 손씻기, 몸움직이기, 말하기)

음토니특수학교
학교형태

초등학교

학교 주소

Dar es Salaam, Mtoni

학생 수 (등록)

80명

학생 수 (실제)

70명

선생님 수

7명

보조인력

10명

6개 (Level 1, 2, 3, 자폐아반)

기숙사 수

8개

학급 수

- 타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장애를 진단하는 센터와 가정방문 팀이 학교 내에 위치
- 기숙학교로 월~금에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주말동안 가정에서 지냄

학교 정보

- 진단평가를 통해 각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레벨로 입학.
- level 1,2: 일상생활을 익히는 수준의 수업을 진행
- level 3: 읽기, 쓰기 등을 진행, 직업교육 수업도 함께 병행함
- 학제: 방학(6~7월, 12~1월 중 한 달/ 3월, 9월 중 2주씩)

학생 수 (대부분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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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수도 시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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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팀
- 학교 내에 가정방문 팀이 존재함.
- 학생들이 취학 전 (4세~7세)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가정방문 팀

도록 가정에 방문하여 독립생활기술을 가르침

학생들이 취학 전 (4세~7세)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기술 (옷입기, 화장실가기, 씻기, 이닦기 등)을 가르쳐 줌. 이 때

- 부모도 함께 가정교육에 참여함
-가정방문 팀은 교육부에서 교육을 받으나 NGO로부터 임금을 받음

부모가 함께 가정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부모교육에도 기여함.
교육부에서 가정방문 교육을 받으나 교회로부터 임금을 받음.
가정방문 팀은 Mtoni 특수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다른 학
생들도 가정방문을 받을 수 있음.
와일레스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교형태
학생 수 (등록)

학교사진

설명: 학교 내부

설명: 기숙사

선생님 수
학급 수

학교 주소

초등학교
-

학생 수 (실제)

3명

보조인력

Dar es salaam, Temeke
60~90명 (한 학급당 20~30명)
0명

3개 (Level 1,2,3)

• 선생님 인터뷰 (Subira/여/경력20년)
- 장애아동

입학과정: 3, 4세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장애진단을 받
으면 특수학교로 입학, 혹은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특수학교
나 학급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음. 입학 전 장애아동을 진단해주는 센터가 있고
설명: 아동들이 만든 양초 및 염색천

설명: 수업자료

이곳에서 진단을 받은 후 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하나,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Level 1에서 수업을 받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상급 레벨로 진학함.
- 교사

근무 환경: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사들은 같은 교육을 거쳐 선

그룹인터뷰

• 교장선생님

졸업 후 일반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 후 특수교육과 관련한 교육을 1년 받고

직업교육, 특수교사들이 직업교육을 병행. 카펫, 염색한 천, 양초 등을 만들어 이

특수교사로 일을 할 수 있음. 자발적으로 특수교사를 선택함으로서 교사로서

웃, 방문객, 교회를 통해 교직원들이 판매하고 있음. 물품판매로 얻은 수익은 학생

의 사명감이 있는 편. 정부의 특수학교 지침은 선생님 2명, 간호사 1명, 일반교

들의 특별활동이나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됨. 초등학교 학령기를 지난

사 1명이 한 반에 배치해야 하나 실제로는 특수교사 1명이 모든 일을 다 감당

학생들은 2년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Pre-vocational training을 받음.

하고 있음. 교사의 보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 교사 연수에 대해서 강력

• 교사
1년에 2번 학부모 미팅이 이루어짐.
커리큘럼이 없고 교사들의 재량으로 수업을 진행.
특수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일반초등학교로 입학하거나 pre-직업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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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이 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함. 교육대학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NGO에서 일회적으로 교사연수를 제공하기는 하나
충분하지는 않음. 정부에서 따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 교육

방향: 장애아동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독립생활기술)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함. (직업훈련)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직업훈련(정원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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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재봉틀)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

- 사업 시작 전 5~6명의 특수교사를 파견하여 해당 학교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

고 있으나 물건들을 판매할 판로는 아직 개척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

환경: 일반학교에서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지만 특수학교는 점심을 제공
함. 교구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은 후원이나 정부에서 제공됨. 그 외 고가의

및 지역조사를 실시하여 5년 계획을 세움
- 교육청 혹은 학교 MOU를 맺어 진행

한국교사파견

특성 이해, (3) 희생정신
- 교사역량강화를 시행할 강사가 현지인보다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장비는 시청에 신청하거나 기업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 특수교육 현장경험이 부족한 현지 교수를 교사역량강화 강사로 사용할 시 실무경험 부족으
로 사업의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음.

-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me): 3개월, 분기별, 6개

- 사람이 교체되어도 가능한 사업들로 구상

월, 1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3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며, 개별화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의 1인당 업무가 많아 실제

- 한국에서 교사 파견 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함. (1) 교사로서의 자질, (2) 장애에 대한

대체사업

- 시범학교 사업으로 진행 가능
- (국가 체제전환 등의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형식 교육의 형태는 불가능할 것
으로 예상

로 하기는 힘듦.
-그
 외: 그 외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는 교사들의 낮은 임금이 거론됨. 실제로

기타

2012년 탄자니아 교사들은 임금 상승을 위한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 시설, 진단평가도구, 학생기록부 등 한 학교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
- 비형식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교육부 및 지역사회의 의견 확인필요

기준 certificate과정을 마친 선생님의 월급은 대략 140 USD, Diploma 과정은
10

218 USD, 학사과정을 마친 선생님은 281 USD에 해당함.

밀알복지재단 (국내)

• 국내 및 해외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전문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업

③ 교육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방문

으로는 장애분야에서 재활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통합개발의 관점에서 장애인

그린티처스 (국내)

들에게 생계 및 자립지원, 보호,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외 소외 아동의 인권,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교육 및 사
회복지 전문가 단체로 인도적 비정치적 원조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 몽골, 미얀마,

질문

라오스에 특수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제언 내용
- 말라위 재활복지 4차 년도 수행 중: 자립기반 + 수익 & 복지
: 공동작업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판매

질문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언 내용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 사업

: 곡물창고운영을 통해 관리 차익을 얻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함
: 지역 내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장애 아동 및 성인들의 기초문해 교육을 실시
: 말라위

사업지역에는 이미 장애인들의 자조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

- 교육자의 교육과정의 이해가 중요

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웠음.(초기 사업구상단계부터 공식적인 학교로의 접근보다는

-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에 관한 시스템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

현지의 자조그룹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발함)

- 직무 연수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으면 교사역량강화 효과 없음
- 초등, 중등교사 및 학교관리자(교장)을 따로 나누어 인터뷰

- 지역 파트너십 혹은 이미 장애아동 관련한 사업을 수행한 단체나 개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

- 특수교사 역량강화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 특수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지

이 가장 중요함

만, 현재 객관적으로 단체(월드쉐어) 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현실성 재고필요

- 장애분야의 경우 교육, 복지, 직업훈련 등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 현 사업명(교육환경개선)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조사 시
고려해야할 사항

- 수혜자 선정 시에 어떤 방식이 가장 그 사회에 적합할지를 고려
- 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의 여부, 왜곡된 인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
는지, 임신단계에서부터 장애를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한가와 같이 장애와 함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장애인들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음.
-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10 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2-07/31/c_131749581.htm, Xinhua English news,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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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위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

기타

: (1) 지역단위 프로그램 혹은 (2) 학교(교육부) 크게 두가지 방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변화가 예상됨.

• 탄자니아 정부는 재원의 부족으로 정책의 시행을 국제기구, 타 공여국 및 NGO와
함께하는 것을 강조. 교육부 또한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대한 NGO의 참여에 우호
적이고 적극적.

• 학령기를 지난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나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지원하는 부
Cristian Blind Mission (CBM, 현지)

분이 없음. 그러나 학령기를 지난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 CBM은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교육, 재활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기
반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을 증진하고 있음. 모든 종류의 장애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고용, 어드보커시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음.

고 생각함.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학교 내에 직업교육 훈련
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

• 일반 사설기관에서 교사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교육부에서도 제공하고 있으
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든 선생님을 수용할 수가 없음.

•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특수교육의 문제점 (1) 시설의 부족, (2) 교사의 역량 부족, (3)
질문

교사의 수 부족.

제언 내용
- 주로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수행기관에 기술이나 펀

CBM 활동내용

드를 제공해줌) : 어드보커시,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훈련지원, 전문가 파견, 보조
기기 지원 등

•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수가 많은 이유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파트너십: CBM에 사업을 요청하면 지원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지원결정
- 장애아동에 직업교육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부족함. (장애에 관한 전문성과 직업교육에 관

탄자니아 장애관련
사업 시행 현황

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이 없음)
- 탄자니아는 장애와 관련한 국제적 범규를 다르고 있어서 정책의 수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
행하는 역량이 부족함. NGO가 개입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음.

④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관련 기관 방문
Wonder Workshop

• 2004년에 설립되어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재활용되는 금속, 유리, 나무 등 공예
품들을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

• (운영방식) 취업을 원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전임자에게 기술을 인수인계

탄자니아 교육부

• 특수교육의 커리큘럼(교육과정)은 일반 교육의 커리큘럼과 같으나 교수 방법론적

받아 근무함. 디자이너가 따로 없고 외부의 디자이너가 비정기적으로 방문해 대표

인 차이가 있음. 여기서 말하는 특수교육이란 지체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커리

작품을 만들고 숙련공들은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제품을 만듦.

큘럼.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교육부 산하의

공예품의 가격은 비교적 비싼편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외국인들임. 탄자니아

커리큘럼 기관(Tanzania Institute of Education, TIE)에서 지체 중심의 특수교육에서

의 다른 장애인 워크샵들과 소통, 연계하고 있음.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분리하는 과정 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 발달

(빈센트) 인터뷰, 원더워크샵 매니저
- 담당자


원더워크샵은 지체장애인들은 위한 워크샵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없으며, 자신

장애 특수교육 커리큘럼은 없는 상황임.

을 제외한 스템들 모두 장애인들임. 공예품을 만드는 장애인 직원들은 예술이
초등교육 커리큘럼(7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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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예 관련 경력,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나 전임자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

스와힐리어

영어

만의 예술 공예품들을 만듦. 스텝들은 길게는 15년 이상 일한 직원들로 기술이

수학

사회

뛰어난 편. 매니저는 2년 계약직이나 연장가능.

과학

실용미술

종교

-

- 직업훈련

참가자(콘소라타) 인터뷰, 종이 워크샵 근무
종이 워크샵은 재활용 종이들과 바나나 잎, 파인애플 잎을 이용하여 수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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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 자신은 연골무형장애(난쟁이)로 종이 워크샵의 공정 중 식물 잎을 잘게

⑥ 범분야 이슈

자르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 워크숍에서 일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음. 급여는

• 지역주민 인터뷰 및 가정방문을 통해 관찰조사를 한 결과 여자장애아동에 대한 인

해당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은 약 10만 실링(약 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음.

식 및 편견이 더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의 배

워크샵에서 일하기 전에는 집근처에서 잡다한 물건들을 팔거나 일용직으로 일

급은 남자 아이들에 우선적으로 지급 된다고 함.

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워크샵에 취직한 이후로 월 정기적인 월급으로 수입

•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

이 안정되었음. 집이 멀어 출퇴근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워크샵 취직 전과

각은 없으며, 단지 일반인보다 일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능력이 부족

수익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음.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크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이라고 함.

취업이 매우 어려움.
The Green Shop

• 장애인들이 만든 공예품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기념품샵과 지역특산물 판
매점에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숙련공들에 의해 제작되어 물품의 질이 높아 일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반 수제 물품들과 경쟁력이 있음.

- 조사결과:

직업교육 및 이를 통한 소득의 창출을 가져오는 경우는 지체장애를

발달장애 특수교사 역량강화

가진 경우가 대부분.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찾지

• 탄자니아의 특수교육 커리큘럼은 인지기능에 제한을 보이지 않는 시·청각장애 및

못하였으며,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발달장애아동의 경우에 섬세한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의 수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상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반교육의 커리큘럼과 동일함. 그러나 인지기능에 제한을 가
지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마련되지 않음. 따라서,

⑤ 특수교사양성기관

발달장애관련 특수교사들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수준을 교사 스스로 파

다르에스살람 사범대학(교육대학), 인터뷰: Dr. Machumu

악하고 판단하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관수업

• 다르에스살람 교육대학교에서는 3년간의 일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

을 통해 직접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사들은 제한된 컨텐츠 (이름 말하기, 숫자쓰기)

함.: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역량강화 워크샵 진행

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었음. 교수내용 및 활동개발과 다양한 교수전략 관련하여

• 특수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간의 상

교사 연수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호작용이 중요함. 개별화교육의 필요성, 비싸지 않은 교육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교사양성에 교육학부가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

보조인력 지원 및 교구지원

• 우리나라 및 선진국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할 때에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보조인
력 및 관련서비스 전문가(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가 특수교육과정에 참여하

탄자니아 특수교육협의회

• 학교 방문 후 학교의 상황, 교사 및 보조인력의 필요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사역
량강화워크샵 컨텐츠 및 스케줄 등을 정함.

고 있어 특수교육관계자 대 학생의 비율이 1:2.5(우리나라) 정도임. 하지만 신자특
수학교의 경우 선생님 한 명이 약 15명으로 구성된 한 학급을 맡고 있어 특수교육
관계자 대 학생의 비율이 1:15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는 같은 지역의 타 NGO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특수학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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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관계자 대 학생의 비율, 1:5)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하고 교육 컨텐츠를 연구하면서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함께

• 또한, 정부나 기업, NGO 등을 통해서 교구나 교재의 지원을 받기도 하나 많은 교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교사들이 학부모 및 보조 인력과 소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재들이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거나 오래된 교구들이 대부분이며 추가적인 교재 및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같은 지역(다르에스살람)의 타 NGO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특수학교(음토니

교구의 수급이 힘듦. 교사의 역량강화와 함께 적절한 교구나 교재의 지원이 함께

특수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신자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열악한 상황을

이루어져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확인할 수 있었음. 음토니특수학교의 경우 NGO로부터 보조 인력을 지원받아 선

학부모 회의 지원

생님들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으며, 수업의 결과물로 보았을 때도 음토니특

• 가정방문을 통해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의 장애와 관련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함

수학교는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을 알 수 있었음. 장애진단을 통해 병원에서 아동의 장애와 관련한 대처법은 알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대처법에서 미숙함을 보임. 또한, 학교(교

2) 이해관계자 분석 (현지)

사)와 학부모 간의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회의, 연 2회) 학
이해관계자

부모들이 학교 교육이나 아동의 교육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

위치
+

0

1

신자특수학교

+

2

음토니특수학교

0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현황을 알

3

4

일반학교
(특수학급)

CBM
(현지 NGO)

5

교육부

• 현 탄자니아의 특수교육 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에 많은

장애인 지원 현지 NGO
+

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부분 협력가능

+

6

워크샵 기관
(다르 사범대학,

-

교수전문성을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함.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사역

인프라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교
육의 질이 낮음

현지 및 아프리카 전 지역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음

교사역량강화 워크샵
수요의 감소

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

이 학문적으로 치우쳐 있어 발달장애 학생의 장애특성과 이를 고려한 현장에서의

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니아 교육 산하기구 및 학교 네트

의 자격과정을 통해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커리큘럼

+

NGO와 협력하여 특수교육지원

도울 수 있음

보조인력으로 고용됨
보조인력으로

으나, 교육의 질이 낮음

정책 수행능력이 부족하나 탄자

것이 더욱 더 어려운 상황. 다르에스살람과 아루샤 지역의 사범대학에서 1년 과정
고용되는 지역주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

우리가 사업의 수행을

특수교육협의회 등)

7

강점 및 약점

탄자니아 정부기관으로

교사역량강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자체적으로 수업 연구나 컨텐츠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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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됨

하였고, 그 중 교사의 역량강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
영향을 미침. 특히 탄자니아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교로 학교 시스템 모방

교사들이 교사역량강화
+

아보고자 함. 교육시설(교재/교구 및 보조인력), 특수교사 역량강화, 장애아동의 학교
접근성(물리적 접근성, 학부모들의 교육 필요성의 이해)로 분야를 나누어 조사를 시행

직접 수혜기관

가능

서 본 학교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탄자니아의 특수교육환경(특히, 발달장애관
련)에 관심을 가지게 됨. 신자특수학교에 가용자원이 거의 없고, 선생님들이 같은

-

신자특수학교의 표본학

1) 사업의 필요성

• 월드쉐어 탄자니아 지부의 교육지원사업 중 신자특수학교의 현장학습을 지원하면

위치설정이유

생하고 지역주민의 장
애에 대한 이해도가 향
상할수 있다.

현지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점
이 있으나 수준에 대한 확인을 정
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위치변화
전략

-

-

-

*p.19 참고

*p.20 참고

현지 교사역량
강화 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보조 인력으로 고용되기 전에 장
애에 대한 이해 및 특수교사와
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

-

록 교육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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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활동 및 가정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프로젝트 요약

가정
•가정

•개별활동 (Activities)
1.1 발달장애 특수교사 역량강화 워크
샵 실시

성과목표

1.1 교사들이 워크샵에 참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1.1 교사들이 워크샵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수업에 활용한다.

- 강사진 1박2일 컨텐츠 회의 (1회)

2.2 학부모들이 학부모 회의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한다.

문제의 원인

수교사의 역

문제 확인 지표

대응책

량 강화

발달장애

수교사 모집 (워크샵 참가자)

특수교사

- 탄자니아 워크샵 진행 (1차년도:

역량강화

2017년 8월 6일~ 8월 27일 예정 /

워크샵

2018년 1월 7일~ 1월 27일 예정)

교사들이 워크샵
에 참여하지 않
는다.

경우
- 워크샵 기간 및 시간과 맞
지 않은 경우
-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경우

-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 방학기간이 학교마다 다르므

의 경우 다르에스살람 전역

로 학기 중 실시하되 오전 중

에 분포.

에만 수업을 진행하므로 오후

- 방학기간이 학교마다 다름.
- 대상 학교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음

교사들이 워크샵
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수업에 활
용하지 못한다.

-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 배운 내용을 수업에 적용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음(워
크샵 내용, 수업전달방식,
난이도, 배경지식제공 등
재검토)
-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혼자
많은 학생들을 돌보아야 함.

- 보조인력이 장애에 관한
보조 인력을 잘 활
용하지 못한다.

이해도가 낮음
- 교사와의 협업이 잘 이루
어지지 않음

낮을 것으로 예상
- 보조 인력과 선생님들 서
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것으로 예상

학교에 워크샵 홍보 및 참여
- 워크샵 이후 시험을 통한 이
해도 확인

모 회의에 참석하
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학부
모 회의에 참여했
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
도가 상승하지 않
는다.(교육에 대
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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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시
간이 없음.

- 많은 학부모들이 하루종일
일하는 경우가 많음.

케이션이 안됨.
보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바 없음(기대와 이해가 향
상되지 않음)

(8월,

교사 3명

1월)

통역 1명

20명
워크샵- 1일

운전자 1명

4시간
총 10회

활동(비누, 양초만들기 등)

보조 인력
지원

신자
특수학교 교
육환경 개선

학부모 회
의 지원

- 보조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 보조인력 교육 및 활용 가이드 제공

연중
(매월)

- 연 2회였던 학부모 회의를 연 6회
로 늘려 나머지 4회 분을 지원

연간

- 학부모회의 교류 및 가이드 제공

담당자2명

담당자2명
선생님5명

3명

월 1회

40명

3시간

1일
연 4회

등 다양한 활용대비 교수전략
적용
-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교사가

성과목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애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

역량 강화

명확히 설정함(보조인력이 교
사의 교육영역에 책임과 권한

기초선

- 특수교사들의 수업일지 점검
- 교육 컨텐츠 2배 증가 (교육 컨텐츠 리스트 확인)

추가 조사
필요

- 활용 가능한 교구 2배 증가 (교구 리스트 확인)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교사와 보조인력 간 역할경계

성과지표
- Pre-post Survey (워크샵 전, 후의 교사들의 수업진행방식 비교)

발달장애 특수교사의

- 보조 인력 업무 일지를 작성

- 교육관계자 대 학생의 비율 1:15에서 1:10 이하로 감소

1:15

신자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 학부모의 장애이해도 및 학교만족도 70% 이상 향상 (설문조사 혹은 인
터뷰)

0

※교육관계자: 특수교사, 보조인력,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교통비 및 도시락 지급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교사와의 원활한 커뮤니
- 학부모는 자녀의 향상, 진

주 1회

- 교구 및 교재 지원

- 워크샵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이 없음)
학부모들이 학부

2명

법, 학부모와 교류방법, 기타 체험

- 탄자니아 교육부를 통해 각

-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장
- 일반인들의 장애 이해도는

4시간

연 2회

에 워크샵 진행

권고 내용 전달
- 교사양성과정 커리큘럼이

담당자

- 워크샵

내용: 교육 컨텐츠 개발 방

- 거리에 따라 교통비 지급
- 워크샵 장소와 거리가 먼

시행횟수
시간

회의- 1일

-신
 자특수학교 및 근처 일반학교 특
발달장애 특

4)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예상 문제점

참여
인원

- 주 1회 워크샵 컨텐츠 회의 (5회)

2.2 학부모들이 학부모 회의에 참여한다.

2.2 학부모 회의 지원

수행
인력

- 한국 특수교사 (3명) 모집

2.1 보조인력을 잘 활용한다

2.1 보조 인력 지원

시행
시기

활동 (수행방법)

-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낮음

- 이해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가시적 성과가 보일만한 교

- 학생의 학업성과(진보)를 가

육활동의 부재

정과 공유함

• 월드쉐어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동결연, 그룹홈, 식수
지원과 같은 자체사업을 진행 중. 다르에스살람을 포함한 5개의 지역에서 총 328
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시설인 그룹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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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바르, 음베야에서 총 3개 운영 중. 다르에스살람 지부에는 현재 지부장(한국인)
1명과 현지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탄자니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업을 총괄하며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동. 월드쉐어 탄자니아 지부는 현지 INGO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KOICA 사무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수행 및 협력이 용이함.

• Sinza Maalum 및 Mtoni Maalum 특수학교는 다르에스살람 시내에 위치하여 수
혜자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월드쉐어 탄자니아지부 사무소에서 차로 1시간 미만의
거리로 사업 수행에 거리적 제약이 없음.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사업 수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본 단체는 아동교육과 관련한 도서관, 도서, 책가방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

01

02

03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를 섭외, 팀원으로 구성하여 함께 지역조사에 동행함.
또한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단체인 그린티처스와 밀알복지재단을 방문하여 관
련 사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언을 얻음.

05 자료 출처-------------------------------------------------------------------

04

05

06

07

1.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І), 한국교육개발원
2.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Guidlines, 세계보건기구
3.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세계노동기구
4. National Policy on Disability, 탄자니아 노동부
5. NGOs & UN Agencies Assis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난민기구
6.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SP)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Special Needs Education In Tanzania, 핀란드 외교부
8. 2008 Tanzania Disability Survey, 탄자니아 통계청
9. 2013 탄자니아 연례보고서, UNICEF
10.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11. 탄자니아 약황,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12. 탄자니아 특수학교리스트, 탄자니아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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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원더워크샵 (Wonder Workshop), 자원봉사자
The Green Shop, 판매상품
가정방문
지역주민 인터뷰

05 신자특수학교 방문 및 교사인터뷰
06 와일레스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07 다르에스살람대학교 교육학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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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08

09

01 향후 계획------------------------------------------------------------------1) 재조사계획 및 추가확인사항
10

11

• 현지 지부 인력 및 기관 방문 시 교환한 담당자 메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 요청할 예정

•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
: 특수교육협의회 워크샵 진행 커리큘럼
: 음토니 특수학교의 가정 방문 팀
: 장애진단평가 도구
: 다르에스살람 사범대학교 교사 양성과정 커리큘럼
: 현지 교사역량강화 기관(사범대학 및 특수교육협의회)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사업비 확보
KOICA, 공동모금회 등에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함.

08
09
10
11

CBM (현지 NGO) 방문
탄자니아 교육부 방문
음토니 특수학교 방문
다르에스살람 교육대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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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2 사업 개요-------------------------------------------------------------------

PART

1) 사업명: 탄자니아 특수학교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2) 사업대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특수교사, 신자특수학교 학생 및 학부모
3) 사업기간: 3년 (2017/18~2019/20)

[교육]

이주노동희망센터

4) 사업목적: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적절
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주요 사업내용 요약

• 발달장애 특수교육분야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자특수학교를 거점으로 발
달장애 특수교사들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워크샵을 진행한다. 한국의 특수교사 3인
이 한 팀을 이루어 3년간의 발달장애 교육계획과 워크샵 계획을 세운다. 1팀이 1년
간 (8월, 1월 /연 2회) 워크샵을 맡아 진행한다. 워크샵을 통해서 교육 컨텐츠 개발과
그에 따른 교구제공, 학부모와 교류방법 등을 강의하며, 수업일지 등을 통해 교육
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한다.

• 또한, 신자특수학교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돌보아 줄 보조교사를 지원하면서 교
사들이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샵을 통해서 교사
들은 보조교사와의 업무협력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가이드라
인을 제공받음. 연 2회였던 학부모 회의를 연 6회로 늘려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사들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들이 가
정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와 가정의 올바른 교육 및 성장환경을 마련함
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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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필리핀 다바오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 이주노동자 출신이(귀환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후보, 관련 가족) 많은 다바오지 역에
이주와 관련하여 지역 개발사업의 가능성 조사를 위함

• 이주노동자 역량 강화와 송출국 및 유입국에 대한 사회적 기여 도모를 위한 사
업 구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 이주와 관련하여 다바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회, 역량, 문제점 및 자원을 파악
작성자

이주노동희망센터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조사 목적

지 이해하기 위함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이주노동자와 지역개발

43081

필리핀 다바오지역 ‘이주(노동자)와 개발’
- 이주노동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조사

국 가
대상 국가 및 지역

• 이주와 관련된 다바오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파악하기 위함
• 이주와 관련하여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하기 위함

안은주

지 역

필리핀

다바오

다바오 Davao 수도 마닐라로부터는 남쪽으로 약 1,449km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50분소요)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26일 ~ 10월 5일 (총 10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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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조사팀 구성
조사원

소속/지위

역할
•프로젝트 운영총괄 및 책임

chapter 02

1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책임자)

/국장

- 지역조사 계획 총괄 및 현지조사 진행
- FGD 진행 및 지역 관계자 미팅과 인터뷰 진행
- 협력파트너 기관 코티 및 조사원 교육
- 설문조사 목록, 내용 작성
•프로젝트 운영 실무

2

류민희

이주노동희망센터

(실무자)

/팀장

- 프로젝트 행정총괄 보조
- FGD 진행 보조 및 현지진행 보조
- 국내조사 및 현지 조사 자료취합 분석

3
4

01 일정별 조사 활동 -------------------------------------------------------○

5

석권호

코스모스플랫폼

(전문가)

/대표이사

박진우

이주노동조합/차장

Michel Paulos
(현지 코디네이터)

MIGRATE
INTERNATIONAL
/부총재

일정별 조사활동
기간

국내

활동 내역 약술

8.17 ~ 27

- 현지 조사를 위한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조사

8.22 ~ 31

- 설문 문항 및, FGD 내용 위한 자료조사

9.2 ~ 19
9.26 ~ 27
9.28 ~

6

(DAVAO 실무자)

INTERNATIONAL
DAVAO 조직가

- FGD 진행 보조 및 현지진행 보조
- 현지 총괄
- 자문단섭외 및 지역관계자 인터뷰 지원
- 현지조사작업 지원활동
- 조사원 훈련
- 조사대상자 조직활동
- 현지 행정업무 지원활동

- 지역조사를 위한 교육/진행 워크숍 실시
- 협력 파트너 기관(MIGRNATE INTERNATIONAL:MI)미팅 및 조사작업 워크샵 실시
- 필리핀 kcoc 코디네이터 미팅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 DAVAO MI 트레이너 미팅과 조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조사원 훈련실시
· 모로커뮤니티 중심 200명
- FGD초첨그룹 워크숍실시

조사항목
1
2

· 귀환이주노동자그룹
· 이주노동자가족그룹
9.28~10.4

MIGRATE

- 인터뷰 진행 보조

- 중견국제개발 지역조사 NGO 활동가 미팅 및

- 설문조사(방문 인터뷰)

현지

Grace Gamalinda

- 현지조사 및 이주 와 개발에 대한 전문 자문 활동

· 이주노동자후보군그룹
· 이주노동자가족 청소년그룹

문헌자료조사

국가/지역/기관 일반현황

국내 NGO

개발전문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전문

3
4

현지지역정보

지역주민

이주관련

조사방법

조사일정

간접조사 : 도서, 인터넷

8.17 ~ 27

직접조사 : 방문워크숍

8.22 ~ 9.19

직접조사 :방문, 인터뷰, 그룹인터뷰

9.28 ~ 10.3

직접조사 : 방문 설문 인터뷰, FGD워크숍

9.28 ~ 10.4

- 이주노동관련 지역 LOCAL NGO( PEPP-교회연합 ) 활동가 미팅
- 민다나오 하란지역 난민이주자 미팅
- DAVAO 한인회 방문
- DAVAO KOICA 기술 훈련원 방문 및 네팔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코필) 미팅
- 이주활동가 인터뷰 및 MI 평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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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NGO및 지역관계기관, 교회

직접조사 : 방문, 인터뷰

9.28 ~ 10.3

6

범 분야 이슈(이주관련 여성, 아동, 노인)

직접조사 : 방문, 인터뷰

9.28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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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1) 필리핀 이주정책

(2) DAVAO 지역 정보 및 일반 정보

• 다바오 지방(Davao Region, Region XI)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동부에 위치한 지방
으로 중심 도시는 다바오이며 인구는 4,156,653명(2007년 기준), 면적은 20,244㎢이

1) 이주이유

• 국내 높은 실업률, 저임금
• 사회보장서비스 부재
• 국내산업부재
• 서민의 토지소유가 거의 없어 – 이주노동으로 몰림
• 귀환이주노동자를 위한 통합 적응 프로그램의 부재

다. 5개 주와 6개 도시를 관할한다. 다바오시는 인구 약 140만의 필리핀 제 2의 도
시로, 필리핀에서 2번째로 큰 민다나오 섬의 중심 도시다.

2) 이주노동자 현황

• 매년송금액은 약 290억 달러(World Bank)로 필리핀
•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
• 인구의 50%가 이주노동자 가구(송금받는 수)
• 필리핀정부 매일 400만달러(약 50억원)을 이주노동자로 부터 수수료 챙김
(이주노동자 수출정책)

• 기후 및 경제
3)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

Davao City의 기후는 열대성. Davao City의 매년 평균 기온은 27.0°C, 매년 평균
강우량은 1878 mm . 강수량과 일조량이 풍부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두리안, 망고
등의 각종 열대 과일과 커피 재배, 그리고 제재업등이 활발하며, 동쪽에서는 철광
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다바오만(灣) 연안 지역은 아바카(커피원료) ,코코야자
및 바나나 망고등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널리 발달하였고, 그 생산물의 적출항
을 이루고 있다.

4) 정책적으로 해외이주 장려/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 인신매매, 임금체불 등을 포함한 인권 문제
• 이주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자녀의
심적 불안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같은 사회적 비용

• 국가가 국내 일자리 창출 대신 ‘인력 송출’을 장려하고, 그들의 송금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못 하는 거라고 비판

•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숙련된 고급기술자의 영구이주는 두뇌 유출과 국가 손실
154

위치
Region
Province

필리핀 마닐라 로부터 588 miles (946 km) 동남쪽, 해양으로 971 kilometres (524
nmi) by . 민다나오에서 동남쪽 위치
다바오 (지역 6)
다바오 델 서르 (지정학상)

구역

다바오 1-3구역

병합

10월 16, 1936

시승격

3월 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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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랑가이
Barangays)

(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82

정부[1]
• 시장
• 부시장

① 조사일시 : 9월 28일 ~ 10월 3일

Sara Z. Duterte-Carpio (HUGPNG)

② 조사장소 : DAVAO CITY 지역 커뮤니티

Paolo Z. Duterte (HUGPNG)

③ 조사대상 : 지역민 200명

지역
2,443.61 km2 (943.48 sq mi)

④ 진행방식 : 설문인터뷰

• 도시권

293.78 km2 (113.43 sq mi)

⑤ 조사결과 :

• 광역권

3,964.95 km2 (1,530.88 sq mi)

•시

해발

• 설문조사원이 다바오시 커뮤니티 가정집을 방문하여, 이주노동경험이 있거나, 가

22.3 m (73.2 ft)

인구 (2015 센서스)[4]
•시
• 인구밀도
• 광역권
• 광역인구밀도

인종구성 및 종교

족중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주노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

1,632,991

으로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1:1 대면으로 인터뷰 형식의 조사를 진행함

670/km2 (1,700/sq mi)

• 응답자의 많은 수가 여성이고 25% 정도가 문맹이어서 설문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2,516,216
630/km2 (1,600/sq mi)

이해 시킨후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인 경우는글을 쓸 수 없는

세부 아노 어/비사야 / Binisaya/Davaweño/Boholano/헤리가 뇬어 /

응답자에게는 불러주는 내용을 조사원이 대신 글로 옮기기도 하였다.

• 설문내용은 객관식은 이주노동관련 기본 통계 조사 내용중심이고 주관식은 이주

Ilonggo/기타종족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로마카톨릭이 70% , 이슬람이 25%, 기타

국가번호

노동관려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것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82
Davaoeño Cebuano, Tagalog, English, Chavacano de Davao, Davawenyo

사용언어

language and other minority languages (Tausug, Manobo, Maranao,
Chinese, Japanese)

◎◎학교 등록율
등록비율

연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 (남)

2009-2010

51.95

48.80

% (여)

2009-2010

48.05

51.20

• 모로족이 많은 지역 커뮤니티의 90% 정도의 여성이 이주노동을 체험했거나 하고
있는 중. 특히 모로족은 나이 차별과 종교차별, 문화차별로 지역에서 취업하기가

1. 설문 응답자 구성
절반이 귀환이주노동자 였고, 40%는 가족 중 이주노동자가 있는 경우이며 나머지는 이주노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약 9% 되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녀의 교육과 생계를 위해 여성들이 ‘가사도우미’로 주로
중동지역으로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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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노동기간 받은 월급여는 평균 250 ~ 350달러 였다

2. 응답자중 여성이 89% 였고 남성 비율이 11 %에 그쳤는데, 주로 집안에 여성들이 많았고, 설문자가 대부분 여성으
로 이루어 져 있었고, 종교의 특성상 남녀가 함께 대화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
3. 해외 이주 경험은 3~5년이 가장 많이 차지 하였고 10년 이상 경험자도 약 23% 되었다.
6. 이주노동할 때 <가사도우미>가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농축산, 예술인,간병인이 있었다

4. 이주노동가기전 집안의 월소득은 65% 이상이 100달러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최하 빈곤 수준이었다

7. 이주노동을 가기전 집안의 가장은 주로 부모였으나 자녀들이 생계를 담당한 비율도 27% 가량 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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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다.

8. 이주노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생각보다 적은 급여와 가족간의 이별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9. 가족과 헤어져서 가장 근심거리는 자녀의 교육과 양육 및 부모님의 보살핌이 각각 45% 차지했다

○

주관식 설문

• 주관식 설문은 응답자의 25~30%가 문맹인 경우가 많아서, 설문자가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자와 인터뷰 후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 이주노동과 관련된 설문 인터뷰가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문 내용과 어휘
에 대한 개념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내용을 이해 하는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 이주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적이 대부분 없어서 주관식 답
변에 대해 설문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 주관식 답은 응답자가 답을 한 유효한 내용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해 결과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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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 90%
이상이 여성이 이주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건설현장 인부로 가고 있었다.

• 중동국가들에 대한 필리핀 여성들의 수요는 지속적인데, 같은 무슬림이라는 종교
적 동질적인 측면이 있고, 영어사용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대부분 입주 <가사도우
미>로 필리핀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는 측면이 강했다.

• 여성들이 중동 국가에 많이 이주노동을 가는 이유는
(그 외 선진국) 이주노동을 가기위해서는‘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
ⅰ) 한국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그에 비례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필리핀 정부의 <이주노동
수출>전략으로 인해 한국이주노동을 위한 단계와 비용이 너무 커서 가난한
지역 여성들의 접근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ⅱ) 월
 300~400달러 정도의 낮은 급여이지만, 중동국가들이 이주노동을 위한 필

(4) FGD 조사 결과 분석

요한 수수료를 담당해주고 있으며, 왕복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쉽게 갈수 있
으며,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며 집안일을 기혼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선호

1) 귀환이주노동자 FOCUS GROUP DISCUSSION
① 조사일시 : 9월 29일 목요일
② 조사장소 : MAHA 커뮤니티 DAVAO CITY
③ 조사대상 : 귀국이주노동자 7명(총 13명)
④ 진행방식 : 브레인 라이팅
⑤ 조사결과 :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경력이 있으면 취업 기회가 더 많아서
여성들이 많이 나가고 있었다.

• 참가자들의 궁극적인 희망사항은 고향(필리핀)에서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고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ⅰ) 생계

수단 프로그램 필요->정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 종교, 인종 넘어 평
등한 기회 필요
ⅱ)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바오 상담소 필요 -> 기술 교육, 이주노동관련 교육필

• 다바오시 교외지역은 모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필리핀의 종교차별

요, 아이들 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과 트레이닝 필요

과 인종차별, 나이 차별로 직업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다수가 ‘이
주노동’을 갈 수 밖에 없는 처지

• 참가한 무슬림(모로족)여성 절반이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어서 직접 글을 쓰지
못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브레인 라이팅> 진행함

• 이주노동을 갈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토지가 없고(정부의 토

2) 이주노동자가족 FOCUS GROUP DISCUSSION
① 조사일시 : 9월 30일 금요일
② 조사장소 : SUNNY POINT DAVAO CITY
③ 조사대상 : 귀국이주노동자 10명(여:8, 남:2, 총 17명)

지 강탈), 모로족을 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자녀 교육비를 벌기

④ 진행방식 : 주제별 토론

위한 목적이 강함

⑤ 조사결과 :

• 이주노동가는 원인 : 일자리 부족, 생계수단 부족, 자녀 교육지원(필리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 이주노동을 다녀온 기간은 개인별로 10년 ~ 2년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중동국
164

• 참가자 가족들이 2년에서 10년 동안 현재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답함
• 대부분 대가족 형태로 살고 있으며, 직계 부모, 고모, 여동생, 남동생, 이모 등 가족
165

중 한 명이라도 이주노동을 하고 있으며 거의 여자들이 나가고 남자들이 남아 있는

③ 조사대상 : 이주노동자 후보군 11명(여:10, 남:1, 총 18명)

경우가 더 많음

④ 진행방식 : 브레인 라이팅

• 이주노동을 간 가족들이 기후 적응이 힘들고, 언어 차이, 향수병, 얼굴 생김이 다르

⑤ 조사결과 :

고 문화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이 제한 없이 일
할 수 있어 나간다고 함

• 부모가 이주노동을 나간 후 가장 큰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돌봄인데 가족 중
고모, 이모 ,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들은 아이들 돌보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잘 통제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지원이 큰 문제점이라고

이주노동을 하려는 이유

• 학교를 마치고 싶어서 /가난을 이기고 싶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 집을 지으려
고,/교육비 위해 /다른 나라 경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 필리핀에서 살기 힘들다. 가나에서 벗어나고 싶고, 많은 봉급과 기회가 있기 때문
이다. 필리핀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너무 힘들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지적

ⅰ) 남아 있는 가족(할머니, 이모, 삼촌)이 아이들 보호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아이
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게임 중독인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십대 혼전 임
신 등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ⅱ) 참가 중 한명은 16세 때 임신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엄마의 부재에 대해

무릅쓰고라도 나가고 싶다.

• 매년 물가 상승 너무 힘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2만 페소가 필요한데 외국에
나가지 않고는 부양하기 힘들다.

• 무슬림은 가족계획이 없다. 대가족이어서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무척 힘들어 했으며 돈을 벌어도 가족이 이주노동을 가지 않기를 소망함

• 집으로 보내오는 송금액은 매달 15000~18000페소 (35만원~40만원)정도 인데 대
가족이 생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팔기 등을 해서 생계에 따로 보태야 한다
고함

• 이주노동간 가족들간의 소통은 핸드폰으로 주로 하고 있으며, 매일 통화하거나
1주일에 한번씩 소통하고 있음

• FGD 동안, 참가자들이 희망센터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조사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필리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
사와 그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많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

현재 본인들이 처해있는 가장 큰 문제

•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 나이제한(30이 넘으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직업을 구하
는데 기회부족/ 생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의 정부의 부족한 지원/ 성차별, 종교,
남녀차별 /

• 살고 있는 지역 정부로부터 빼앗기고, 현재 거주지역은 홍수 등 재해지역: 홍수와
침수(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다 :민다나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결탁한 지주 등이 권리
증 을 보이면서 원래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냄

• 다바오 지역에서 대부분 직업군에서 무슬림을 고용하지 않는다

• 이주노동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으로는
ⅰ) 정부의 부패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 이주노동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
는 점
ⅱ)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정책 부재 –이주노동자 수출 정책보다 국내산업과 일
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현 두테르테 정부에 이주노동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 이주노동을 가지 않고 생계를 꾸리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수익이 나는 일이 필요함을 모두 인지함

• 지금 까지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함을 모두 인지
하고, 여성들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함. 외부이 소규모 지원으로 자립의 가

3) 이주노동자후보군 FOCUS GROUP DISCUSSION
① 조사일시 : 10월 1일 토요일
② 조사장소 : 살만 모로 커뮤니티 DAVA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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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엿보임

• 모로지역은 여성들의 두레 형식의 관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다바오 지역에서 새벽
시장에서 한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높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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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끈끈한 유대관계가 특징

• 기술과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면 여성 커뮤니티가 함께 기술을 익혀서 공동 판매하
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대안 제안(협동조합방식 제안)

찾고 있다. 공부하면서 일한다. 계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공부함.
그래도 여기보다는 봉급이 높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외국에 안 나가면 생존은 가
능하지만 하루하루만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다.

: 베이커리 / 요리하는 것을 배우고, 재료비를 지원 받으면 직업을 구하지는 못
하지만 모로족 여성들이 다바오 시장에서 공동으로 <시장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동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성 확인

• 이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겠
다는 용기를 얻었음을 피력함

4) 이주노동자가족을 둔 청소년 그룹 FOCUS GROUP INTERVIEW
① 조사일시 : 10월 2일 일요일
② 조사장소 : MI 사무실 DAVAO CITY
③ 조사대상 : 이주노동자 자녀 11명(여:10, 남:1, 총 18명)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 꿈은?

• 부모처럼 ‘이주노동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간호사,
교사, 경찰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부모님이 돌아와서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했다.
이주노동자 가족 청소년으로 살면서 힘든 점은?

• 송금 받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생필품을 충분히 살 수 없음
•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자신은 학교를 그만 두거나 중요한 학교 행사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음

④ 진행방식 : 브레인 스토밍
⑤ 조사결과 :

옷도 못 사고, 교통비 부족, 사고 싶은 것을 살수가 없다. 학교준비물도 못사기 때문
에 힘들다. 신발도 사고 싶고, 핸드폰도 좋은 거 쓰고 싶다. 시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어떻게 지내요?

에서 들어온 옷을 주로 산다. 헌옷을 사 입는다.

•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 돌보며,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러나 아직 어린 10대여서 부모 역할이 힘겨움을 나타냈으며, 한 소녀는 아직 유아
인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 청소년을 위한 센터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은?

• 학교 중퇴자를 위해 공부 할 수 있는 장학제도지원과 도서관 같은 청소년 쉼터, 작
은 가게를 운영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친구들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가있으니까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어울릴 수 있는 쉼터로서의 공간과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

동생들을 돌보면서 있다. 엄마 대신해서 동생들 학교 데려다 주고 모든 것을 다해야
동생들은 항상 엄마를 찾는다. 나도 엄마가 필요한데 동생들이 엄마를 찾으니까 너

춤. 컴퓨터. 요리(배워서 장사하고 싶다).

무 힘들다.

센터가 기술교육을 했으면 좋겠다(.핸드폰 수리. 제봉기술.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작은
가게를 운영할 재정 등). 배구, 농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 부모님이 이주노동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갖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
트를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 참가 청소년들은 마닐라 보다 지금 살고 있는 다바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다
바오는 치안도 안전하고 교통도 좋은 편이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직, 겸손, 예의

부모님이 이주노동 하시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나라도 일

바른 사람들이 많아 도시로 나가기 보다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다

을 해서 부모님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지금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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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관련 NGO, 다바오 지역 기관 및 KOICA 기술교육원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이주노동관련 지역 LOCAL NGO( PEPP-교회연합 ) 활동가 미팅

• 다바오 지역의 귀환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족 및 노동자 권리와 조직을 위한 활

○

현지의 수요 상황 및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 다바오지역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나이와 종교

동과 쉼터 제공하는 곳으로 이주노동관련 활동방향에 대한 공감 형성. 향후 다바

차별 및 학력저하, 토지소유의 부족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지역의 이주노동관련 국제교류연대의 협력단체로 역할 전망

• 이들을 위해서는 문맹을 벗어나기 위한 <기초 교육> 이 필요하며, 생계를 위한 지
민다나오 하란지역 난민이주자 미팅

역자치내의 특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두레’형식으로 기술교육과 재료

DAVAO 한인회 방문 - 다바오 지역의 상세한 정보공유와 활동의 협력제안

지원으로 공동생산 공동판매 방식의 ‘자립’가능성이 있어보인다.

• 또한 이주노동을 떠난 자리에 남은 자녀의 돌봄과 교육의 지속성이 큰 문제로 남는

DAVAO KOICA 기술 훈련원 방문 및 네팔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코필) 미팅

• 이주노동자의 기술교육과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

다. 부모가 이주노동을 가게 되는 경우 큰 자녀들은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
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청소년기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인터넷 중독,

이주활동가 인터뷰 및 MI 평가 워크숍

마약중독, 혼전 임신 등의 일탈이 흔히 발생하며 이들을 위한 정서지원과 돌봄이

• 지역의 노동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강화, 조직화 활동 연대

필요하며, 귀환한 가족들이 적응하는 데에도 정서지원이 요청되어진다.

• 자녀들의 학업중단은 부모의 이주노동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

모색

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한 이주노동관련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 방점을 두면
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권’,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이 거의 전무한 상

04 변화의 영역 ---------------------------------------------------------------

태여서 이주노동 관련한 노동착취 및 억압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어도 해결방
안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한 ‘이주노동센터’통해 기본 노동교육 및 더

가. 주목 분야

불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 기술교육지원, 정서지원, 기초 교육이 필요 해 보

• 지역의 이주노동자 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역량과 자립의지 정도를 파악하

인다.

며, 또한 다바오 지역의 협력파트너의 조직력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간 빈곤의 차이 해결 및 노동권 과 인권 향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 이주노동관련 지역민과 청소년에게 <이주노동센터>형태를 통해 정서지원, 쉼터,
노동권 교육 및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와 지역민 주도의 자립경제 활동지
원의 가능성에 모색하고자 한다.

• 가족의 이주노동으로 인한 초, 중고생들의 학교 중단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희
망학교> 방식의 대안교육 및 공교육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의 악순환과 빈곤의 고리
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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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의 상황
이해관계자
귀환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후보
이주노동자가족
(여성, 노인, 아동)
이주가족
청소년

영향력
상/중/하

강점과 약점
- 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에서 자립 경제 주체자이

상

며 외부의 기술과 재료지원으로 자립의 의지가 강하다
- 기술교육 및 기초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있다
- 자녀와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절실함
- 정서심리 지원의 주대상자

중

- 학업중단을 지속할 의지가 강함
-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지원이 부족하여 활동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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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

- 이주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의 센터 건립에 적극성

다바오지역정부

상

을 보임
- 정부가 바뀌면서 이주노동자의 국내 일자리 창출정책을 변화시
작함

이주관련교회 연합

지역이주노동단체
(davao MI>

중

- 센터 건축 자금지원 및 모니

1-1. 안정적인 이주노동관련 활동

터링

을 위한 센터 건립

- 지역주민의 통합에 역할
- 지역에서이주노동관련 상담과 지원 역할해오고 있음

- 이주노동 교육 강사 및 내용

1-2. 마이그란테 인터내셔널 다바

기획

오 지부 월례회의

- 정서지원 전문가 지원

1-3. 교육(지역개발,조직경영)

- 지역에서 노동과 조직력이 우수
상

<이주노동희망센터>

<개별활동>

- 이주활동 지원과 주민들 참여프로그램 시 행경험 다수
- 지역이주노동자들의 신뢰가 높음

<목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체가 되
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만들어
간다.

- 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마이그란테 인터내셔널>
3-1. 귀환이주노동자 적응지원

- 센터 건축 모니터링

3-2. 일상적 이주관한 법률 상담

- 교육과정 참여

- 교육과 자조모임 참여도
- 이주노동센터의 활용도

- 교재활용, 평가
자료
- 센터공간확보

들이 의욕적으로
교육에 참여한다.

- 지역 이주노동관련 실태조사
- 월례회의 진행
- 기획과 희망센터의 현지 실무

지표 증명수단

- 프로그램 출석부

히 투입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2-1. 아동, 여성 심리지원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지표

한 투입물이 원활

- 평가 촉진자 섭외

지원

사업 요약

센터 건축에 필요

기초선
기초선은 현재 기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초자료가 없으므
로 사업 초기에
사전 조사 실시 후
비교

• 이주노동희망센터는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자 송출국 귀환 이주노동자들과 지속적
인 협력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필리핀은 2년여 동안 협력파트너 MIGRANTE
INTERNATIONAL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및 이주노동자 권리향상

<목적>
귀환 이주노동자, 이주노동후보자,
가족 의 유대, 사회재적응과 자력
화로 재이주 대신 지역의 지속가능

- 교육 참여도
- 자조 모임 횟수

- 참여자 인터뷰

교육을 지속해 오고 있어 상호신뢰가 높고 이주노동 분야 전문성이 뛰어나다. 필리

- 프로그램 활용

핀 이주활동 사업에 유리한 지점이다.

자료

• 귀환 이주노동자들과 국제협력 통해 노동자 자녀 학교건립 인프라 사업과 교육사

발전 모델 형성

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국가간 빈곤 차별 철폐를 위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산출물>

<가정>

1.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모
임(CBO)의 자발적 활동 증대

- 이주노동센터 센터건립
- 월례회의참석율 90%

2.

- 교육 참석율 90%
- 참석자 교육 만족도

3. 이주노동과 이주 문제를 지역에
서 함께 풀어나가는 당사자 참여형
수익모델 개발

- 지자체와 교회네트워크 협력

주민들이 월례회
- 센터건립 보고서

의와 교육에 적극

- 회의록 및 출석부

참여한다.

- 주민교육출석부
- 가족 인터뷰

배려를 중심에 놓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제 교류를 위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단체이
며, 이주와 노동에 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개척단체이다.

전체참여자가 프
로그램을 이해하
고 적극 참여한다.

05 자료 출처------------------------------------------------------------------<필리핀 주요 개발지표 및 국가현황>
세계은행 2014. World Development Report 2015: Risk and Opportunity,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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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indicators : http://www.undg.org/unsd/mdg/Default.aspx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 http://www.neda7.net.ph/wordpress/mission/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필리핀 통계청 : http://www.census.gov.phi
필리핀 개발현황 http://www.oda.go.kr/
http://www.odakorea.go.kr/0DAPage_20l2/T02/cps/pdf/In fo Philippines.pd£

<필리핀 국별협력전략>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r02/cps/pdf/CPS Plrilippines.pdf
philippines-national-urban-assessment

<필리핀 NGO 협의회 사이트>
http://www.pcnc.eom.ph/
01

<다바오 정보>
www.davaocity.gov.ph, www.davaotourism.com, davaokorean.korean.net

<국내자료>
필리핀의 해외이주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부산대학교)이 혜 진/김 희 재/최 송 식
문화관광부·IOM국제이주기구. 2006.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
비교 연구』.

02

03

아시아재단 주최 이주와 개발’ 필리핀 단기연수‘국경 넘는 사람들’ 위한 국경 없는 개발협력: 글｜김태
진(동남아시아2팀 과장) 사진｜동남아시아2팀

<KCOC, KOICA 자료>
국제개발협력 시작을 위한 10가지 질문_개발
NGO의 좌층우들 해외사업 이야기
NGO 길라잡이 필리핀

04

01 모로지역 귀환이주노동자 FGD
02 다바오 지역 교회연합이주활동가 미팅
03 이주노동가족 -청소년 그룹

174

05

04 브레인 라이팅 중인 이주노동자가족
05 설문조사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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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06

국문

필리핀 다바오지역‘이주(노동자)와 개발’
- 이주노동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

사업명
영문

현지수행단체

07

08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참여자
참여자별*

-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Migrant Workers

Migrante International
2017.01.01. ~ 2017.12.31
다바오 지역 귀환이주노동자/이주노동후
보자/이주노동가족 (실인원: 200 명)
4.외국인노동자(아동, 여성 포함)
SDGs

사업수행을
통해 이루고
자 하는 변화

Migration (workers) and development '

총
사업기간

2017.01.01 ~ 2019.12.31.

사업지역

필리핀 다바오

관련인권
이슈별*

1.교육권 2.노동권

(총 3년)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 이주노동과 관련한 법과 권리 찾기 노력으로 이주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
변화

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2. 귀환이주노동자와 남겨진 가족(여성, 아동)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
육보장과 적응 훈련 통한 자력화로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 증진

09

06 다바오지역 코이카(코필)기술훈련원
07 브레인 라이팅 -이주노동후보그룹
08 이주노동자가족 F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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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9 다바오 한인회 미팅
10 그룹 인터뷰 중인 귀환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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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세부내용
1. 이주노동자, 그 가족들 위한 기본적 보편 법률과 리더쉽, 상담, 교육, 공

1.이주노동희
망센터 건립

부방, 쉼터제공
2. 특히 이주로 헤어져 사는 아동과 노인, 여성을 위한 마을 공동체 공간 창
출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만들기

변화를 위한
주요활동과
계획

1. 귀환 이주노동자와 가족, 단속으로 추방당한 아동, 이주노동자의 정서지
2. 심리, 정서
지원

원 프로그램 시행하여 사회적응을 돕는다.
2. 이주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
자녀의 심적 불안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경제적으로 환원하기 어려
울 만큼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이주노동센터 건립으로 귀환 이주노동자, 가족의 쉼터, 교육 공간 창출 - 상담,
법률, 권리정보, 기술교육 제공 - 이주노동으로 인한 직, 간접 피해 줄이고 국내
재 취업기회제공
③ 이주노동자, 가족 자조모임 만들어 지역 공동육아 및 방과 후 교실 등 자치적 지
역공동체 문화 형성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전망을 제시(관련목표 및 세부목표 제시)

• 양질의 일자리 창 출(목표 8)을 위해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목표 8.8),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감소(목표 10)를 위해 계
획적인 이주 정책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인 이주 촉진(목표 10.7)

3. 자력화
활동

1. 빈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
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 역량을 강화 하고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
적 목적을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

다) 사업목적(단기성과)

① 이주노동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피해에 대한 심리, 정서지원으로 사회 재적응 효
과 창출

사업계획서

② 이주노동센터 건립으로 이주노동과 관련한 정보, 재교육, 쉼터 장 확보
③ 이주노동자, 가족 자조 모임 형성 - 역량강화와 자력화의 토대 만들기

1. 사업개요
사업목적(단기성과)

측정 지표

(1) 사업명 : 필리핀 다바오지역‘이주(노동자)와 개발’

- 이주노동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

-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수 유지 및 증가 정도

사업목적 ①

-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최 횟수 및 출석률
- 프로그램 진행 과정 기록 후 참여자 및 전문가 평가 및 자료화

영문 : Migration (workers) and development '

-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Migrant Workers
사업목적 ②

- 이주노동센터 건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 협력파트너와 MOU체결, 결산, 사후 평가 워크숍

(2) 사업분야 :

가) 사업분야별 - 지역개발, 교육
나) 사업대상별 - 귀환이주노동자, 이주노동후보자, 가족(아동,여성,노인),

- 자조모임 형태와 횟수

사업목적 ③

- 교육 프로그램 종류와 참가자수
- 수혜자 수

(3) 사업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사업목적 및 측정지표)

가) 변화의 경우

①귀
 환이주노동자, 가족의 정서, 심리지원,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가족유대 재형
성과 사회적응, 임파워먼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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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사 관련문서]

◎◎(사업대상)
수혜자

수요/자력화

선정근거

완성 날짜 : 2016년

개발사업을 통한 직접 수혜자
- 재무교육, 기술훈련, 사회

귀환이주노동자

초점그룹 토의 분석지

이해관계
월

일

요일

작성자:

재취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체이

적 기업가 정신, 재취업, 지

자 대상자.

역사회적응

선진국에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 송금을 창업에 활용함으로

귀국 후 이를 현업에 활용하거나 주

써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

변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것은 지역

적인 일자리를 확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

그룹 과 참가자 정보
직접적 수혜자

장소
그룹 특이사항

이 된다.

참가자 수

- 노동법, 노동권리

인신매매, 임금체불 등을 포함한 인

협력

초점그룹 진행자 정보

권 문제해결 주체이자 수혜자

이주노동자가족
(여성, 노인, 아동)

지역주민

- 정서, 심리지원
- 공동양육과 교육

갈등과 불화, 자녀의 심적 불안

여:

명

총:

명

날짜 : 2016,

진행자

기록자

옵저버

통역

,

,

협력

- 돌봄 지원

- 지역과 시장 활성화

명

참가자 특이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

이주노동자후보

남:

진행상 특이사항
지역의 활성화로 혜택

초점그룹 자료 분석 및 보고 정보

긍정적

회의날짜
참가자
개발의 주요 이슈

지역정부
다바오

- 재정수입
- 일자리 창출

국내 일자리 창출 의 주체자 역할.

인 이주 관련 문제

이주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중요-협력

교회 및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MIGRAT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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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활동 지원 활동
- 교회 출석률 상승

지역주민의 통합에 역할

- 교육프로그램

이주활동 지원과 주민들 참여프로그

- 활동가 지원

램 시행

자료 분석 완성
자료 분석 기록

분석자료 번역

분석 과정 특이사항

긍정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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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Discussion

FDG 분석지

Introduction and Consent information

'Migrant(worke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avao Philippines 보고서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your being available in this time.

이주와 지속가능발전

My name is __________, and I am working at Hope Center for Migrant Workers Korea. We are
conducting research of our project called 'Migrant(worke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Your

Key Points

participation to this Focus group discussion would be helpful to collect data for the project.
The information we get from this discussion will only know by the people who conduct this

언급 내용등

1. 현재 문제점 및 원인

research. We would like to confirm you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used as another objective except for research.
If you consent to participate this discussion, please make a signature on the Focus Group
participants list below.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Composition of Focus Group Participants
NO

Name

Age

gender
famale

male

group

Consent signature

1
2
3
4

2. 대응방안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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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Questions

What did you need the most as an immigrant worker?

□ Family of Migrant workers □ Returned Migrant workers □ Candidate of Migrant workers

11

① knowledge and right for labor law ② a fine job
③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you immigrant ④ ETC

How long have you been abroad for your work?

What is/was the reason of your immigrant working

1
① 3 to 5 years ② 5 to 8 years ③ more than 10 years

④ ETC

12

① cost for children education ② cost of house ③ job market crisis
④ ETC

Which country did you work for?
How many countries have you been working?

2

①

If you have an opportunity for immigrant work, would you like to do it?

②

If your answer is yes, what is the reason?

13

How much is your average income as an immigrant worker?

3

① 100$~150$

② $150 ~$250 ③ $250~$350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work for as an immigrant worker?

④ ETC

14
①

How much was your average income before you immigrate?

4

general
① less than 100$ ② 100$ ~$500 ③ $500~$1,000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when you return home?

④ ETC

15
①

Who was get paid in your family before your immigrant work?

5

① parents (mother/father) ② children (son/daughter)

③ None

②

②

What do you think is necessary for immigrant workers not to work abroad as an

④ ETC

immigrant worker again?

What kind of work have you done as an immigrant worker?

16

6

① farm & sea ② factory ③ domestic helper ④ ETC
Who and how many family did you live with before you leave?

7

① wife (husband)

② parents (mother/father)

son :

) ④ relatives (in number :

daughter :

③ children (in number,

Are there any other family or relatives who are immigrant workers?
If your answer is yes, how many?

8

① who: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for an immigrant worker?

)

return
17

② how many? :

What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as an immigrant worker?

9

Sustain
ability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to reduce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migrant

from the Philippines?

① small salary ② harsh condition (e.g. exploitation)
③ family separation ④ ETC

&

18

What concerns you most about family separation?

10
① children education ② parents' health ③ conjugal separation ④ ETC

184

185

What is your dream or dream job?

Organization introduction
19

We are organized to remember migrant workers who returned to their countries after
working and contributing to advance migrant labors rights in Korea, and to make continuous
international solidarity/exchange by working together with activists who desir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Can you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rights of immigrant workers?

•our Aims and direction of activity
○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by building Hope school

20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solidarity and exchange of oversea migrant activities , and
strengthening of ability of cooperation partner
○ Strengthening national/international support and solidarity regarding migrant work

What kind of activity do you think is needed for rights of immigrant workers?

[Questions]

21

Do you think <Center for Immigrant Worker> is necessary
for immigrant workers?

22

What program would you recommend, if there is
<Center for Immigrant

Worker> in your region?

• How many workers are in this region?
• What policy exists for an immigrant worker and their family?
• Do you have a resettlement program for return home ex-immigrant worker?
• What percentage of return home ex-immigrant worker is?
• What activity is necessary for resettlement of return home ex-immigrant worker?
• Is there an institute like <Center for Immigrant Worker> or <Shelter> in your
region?

• Does your institution cooperate with regional NGO for rights of Immigrant
workers or Labor Law?

23

• Can you support and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immigrant-related NGO like
us, if the NGO perform an activity for the regional immigrant worker?
If you have an opportunity <Skill Training> for return home worker,
what do you want to learn?

24

• What activity is the most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rights of immigrant
workers?

• What does the local government do for immigrant worker's family?
• To reduce immigrant work, what kind of activity do you perform?
• What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when a Filipino goes abroad to do immigrant
work?

186

187

07

• Why do people become an immigrant worker? What is the main reason?
• To reduce immigrant works, what sort of measures are efficient? To do so, what

PART

can your institution do?

• What activity is practicable with return home workers for regional development?
• What activity in your institution is possible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immigration-related NGO?

[교육]

Hope Center for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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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네팔 카트만두 칼리마티 지역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한국 사단법인 “점프”는 2016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지역조사 사업을 통해
점프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네팔 카트만두 시, 칼리마티 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사
업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지난 5년 간, 국내에서 점프는 날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
작성자

점프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조사 목적

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맞춤형 방과 후 학

한아름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교육

43081

발굴
네팔

지 역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도 국내 대구, 부산 등 그리고 국제 확
산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ㄴ점프업 프로젝를 통해 멀리는 필리핀 마닐라 등으로 확대하
고 있는 상황이다.

111**/ 112**/ 113**/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봉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협력 기관

국 가

습지도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생 봉사자에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인 선배들이

카트만두 칼리마티 지역

대상 국가 및 지역

KCOC 민관협력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조사는 일차적으로 선정 지역인 네팔
카트만두 시, 칼리마티 지역을 조사하고, 기존의 점프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 “교육 기회
의 불평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차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지 기관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칼리마티 지역을 중심
으로 주변 지역의 교육 기관 및 청년 조직들을 방문, 인터뷰하여 네팔에서의 사업 현황에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8월 22일 ~ 9월 19일 (총 29 일)

조사기간

대해 알아보고, 점프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현지 사업실행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데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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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16.09.25

- 기관방문 3 : 공립학교_닐바라히 스쿨 방문
- 기관방문 4 : 사립학교_져나죠티 스쿨 방문

2016.09.26

기관방문 5 : KASES _ 공립 / 커뮤니티 스쿨 방문

2016.09.27

기관방문 6 : Teac for Nepal

chapter 02

-자
 문회의 2 : Trivuban University 교육 대학 소속, 창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프로젝
2016.09.28

트 PM 심우진 님 (前 KOICA 네팔 교육분야 전문관)
- FGD 5 : 어머니 그룹 3

2016.09.29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2016.08.17. 2016.09.18.

국내

회의 2. 현지조사 준비 및 리스트업 회의

2016.09.20

회의 3. 현지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 회의 및 필요정보 리스트업

2016.10.10

회의 4. 문제나무 제작 및 회의

2016.09.19.

인천 출국 ➞ 카트만두 도착 ( KE 695 13:20)

2016.09.22
2016.09.23
2016.09.24

평가회의 : 조사원 및 현지 협력기관 관계자 참석, 조사사업 평가회의

2016.10.01

자료 분석 및 조사 자료 정리

2016.10.02

자료 분석 및 조사 자료 정리 2

2016.10.03

카트만두 출발 (KE 696 20:30)

2016.10.04

인천 도착 (KE 696 05:55)

- 현지 조사사업 진행 준비 : 기관홍보자료 제작, 이해관계

2016.09.18

현지

2016.09.30

- 조사사업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

회의 1. 네팔 현지 조사 관련 내부 회의 및 업무 분장

2016.09.21

- FGD 6 : 대학생 그룹 (12)

- 문헌조사를 통한 선정지역 기초조사

2016.09.05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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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역 약술

- 자문회의 3 : KASES 교장, Megh La ji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1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포커스 그룹

2016.09.19.-2016.10.04

직접 관찰

2016.09.19.-2016.10.04

인터뷰

2016.09.19.-2016.10.04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교육 제공자 :

FGD

2016.09.19.-2016.10.04

+2 이상 청년 / 봉사그룹

서베이

2016.09.19.-2016.10.04

방문 인터뷰

2016.09.19.-2016.10.04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서베이

2016.09.19.-2016.10.04

FGD

2016.09.19.-2016.10.04

선정지역 환경조사

- 협력기관 방문, 조사사업 진행 관련 협력방안 회의
- 조사원 오리엔테이션
- FGD 1 : 어머니 그룹

2

- FGD 2 : 공립학교 재학생
- 기관방문 1 : PGG 청년조직
- 자문회의 1 : 품 코리아 활동가, 이명화 님
- FGD 3 : 어머니 그룹 2
- FGD 4: 사립학교 재학생

3

교육 수혜자 :
Secondary (Class 6-10)

기관방문 2 : 로터랙트 랄리푸르 청년조직 방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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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팔 교육 환경:
중등학교 교사, 학교 관계자

5

학부모 수요

6

네팔 정부 정책_ 교육분야

7

유사사업 운영 환경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방문 인터뷰

2016.09.19.-2016.10.04

FGD

2016.09.19.-2016.10.04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FGD

2016.09.19.-2016.10.04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문헌자료 조사

2016.08.17.-2016.09.07

방문 인터뷰

2016.09.19.-2016.10.04

갸. 지역정보
1) 네팔 국가정보
◎◎네팔 지도 (출처: 구글맵)

03 조사 결과 분석 ----------------------------------------------------------점프는 지역조사를 통해 기존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대학생을 통한 지역 청소년 대상의
교육 나눔 활동이 선정한 지역 내에서도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조사사업에 초점을 교육 제공자인 청년 조직, 대학생 그룹을 탐색해 보
고,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인 청소년을 정의 하는 작업과 선정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주체인 협력 기관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치
인간개발지수
DAC수원국 분류

서남아시아, 중국, 인도와 국경 공유
145위 (2015년, UNDP)
최빈국/ 절대빈곤기준 이하 생활인구 : 25.2%
- Primary초등교육 5년

교육제도

- Secondary중등교육 7년
: Lower Secondary : 3년 / Secondary : 2년 / Higher Secondary :2년
고등교육 : 대학교 / 대학원

이를 위해 국내 조사 기간 동안 네팔의 기본 국가 환경 조사, 교육 환경 조사 등을 진행
- 문해율: 57.4% (남 89.2% / 77.5%)

하였다. 2차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점검사항을 목록화 하였다. 현
지 조사기간 내에 이해관계자로 파악된 그룹과의 인터뷰, 초점그룹토의를 주로 진행하였

- 이수율: 초등교육 133% / 중등교육 67 % / 고등교육 14%

교육 성취도

- 자격을 갖춘 초등교사 비율 : 94%

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예상 수혜자인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

- 학생 수 대비 교사비율: 24%

기 위해 노력하였다.

- 28,100,000 (2014) / 125개 종족, 123개 언어 존재

인구

다양한 주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만, 짧은 조사기간 동안 한계로

사가 어려웠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현지 협력기관 발굴을 통한 사업 실행을 위해서

- 도시 인구: 18%
- 14세 이하 인구 : 53.4%
- 인구 성비(여성대비 남성): 1.07

남은 것은 선정지역인 네팔에서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있던 점과 정규 교육에서 학기 중
간 평가 시험 기간과 맞물려 정량적 조사 방법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큰 단위의 표본 조

- 초등교육 탈락율39.6%

- 108위 (2014)

성불평등

- 25세 이상 인구 내 중등교육 경험자 비율 : 여 17.7% / 남 38.2%
-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참여인구 : 여79.9%남 8701%
- 평균 교육 기간: 여성 2.3년 / 남성 4.5년

는 추가적인 조사와 현지 기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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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트만두 도시정보

3) 칼리마티 지역 주변 정보

◎◎네팔 전체 인구성장 대비 카트만두 시 인구 증가

◎◎출처: Kathmandu Valley Profile (2009)
행정구역
인구
주요산업

워드Ward 단위, 35개 워드

◎◎카트만두 시내 행정구역 지도

행정구역

1,003,000 명 (2011년)
원주민 : 375,854 / 이주민 271,028 (2008) / 외국인 24,9764

◎◎WARD 13내 칼리마티지역 지도

워드 13소속, 중심부에서서쪽으로 치우쳐 위치
- 인구증가율 : 7.26 %

인구

관광,의료, 교육, 금융등

- 총 인구: 29,721(2001)
- 인구 증가율 대비 2020년 예상 총 인구 : 112,565
- 가구 수: 6429 / 가구당 평균 가족 수 : 4.6 * 카트만두 평균 4.4

- 환경오염 : 바그마티 강 중심의 수질 오염,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 교통혼잡
- 토지투기

주요 이슈

- 문화유산 훼손
- 열악한 주거 환경
- 카트만두 인구 집중으로 인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
- 도시-지방 간의 개발 격차

세계문화유산

4곳

주요 구성 종족

네왈 족 32% / 브라만 힐 22% / 체뜨리16% / 따망6% 등

주요 언어

네왈어53.11% / 27.85 % / 따망5.25% / 힌디어 2.43%

교육수준

6년 이상 교육 이수 인구 비율 : 51.19 % (여성 49.72% / 남성 52.45 %)

주요 토지
이용내역

- 다양한 종족 뿐 아니라 이주로 인해 다양한 배경의 인구 거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 학교 수 / 교사 수 : 517 / 3918
- 초등교육기관 (유치원포함) 346

교육기관 정보

- Lower Secondary School 50 /948
- Higher Secondary Schoo 98 / 829
- College 23

의식, 주인의식 상대적으로 낮음

칼리마티
지역에
대한 발견

- 주민 중 다수가 칼리마티 야채시장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으나, 자영업보다는 상점의
고용된 점원
- 카트만두 시 내 행정구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Ward 13 중에서도 Kalimati내
부에 Slum 지역으로 분류되는 최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함
- 지역내 다양한 교육기관/ 19개소의 공립/ 사립 중등학교 존재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충족

196

197

나. 관련 주요 이슈

을 찾지 목하고 있다. 네팔정부에서 2016년 발표한 ‘3개년 국가개발계획’을 주요 로 ‘실
업율’, ‘사회기반시설개발’, ‘농업기술개발’ 등을 언급하고 있다.

1) 교육 분야
: 네팔은 국가적 차원에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

지진 이후에 재건 사업 외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실업율‘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네팔

여 초등교육 입학율 및 문해율에 있어 대부분의 목표에 거의 도달하였다. 초등교육입학

내 청년층에 대한 고등 교육으로의 진입율을 높이고, 기술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지

율을 96.2%까지 달성했으며, 교육접근성에 있어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원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진입율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육의 이

다.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SDGs 시대로 오면서 교육의 질적 성장과 함께 평생교육에 대

수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세부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공정한 기회마련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네팔 교육당국이 발표한 School Sector
Reform Plan (SSRP) (2009-2015)을 통해 장기적으로 초등, 중등 교육 이수율 향상, 학교

2) SDGs 달성을 위한 노력과의 연계성

교육체계 재정립,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성과 책무성의 제도화 등을 이루기 위한 시

점프는 점프의 교육나눔활동의 영향력, 장기적 성과로서 SDGs의 목표달성에 기여하

도가 진행 중이다.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팔 정부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팔개발위원회 National Planning Comission 은 SDGs를 위한 네팔정부의 의지

2) 사회적 불평등

와 노력을 담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National Report를 발표했다.

: 네팔에서는 여전히 성불평등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해야 할

교육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고, 초등교육 이후에도 중등교육을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중등교육 이수 및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

넘어 기술교육, 대학교육 등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표 중 하나

녀 성별간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형학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시와 각 지

로 두었다.

역간의 벌어진 간극으로 인해 생활환경 수준 및 보건, 위생 시설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점프의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의 참여’,‘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기회 격차 해
소’등의 이슈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SDGs 의 17가지 목표 중 아래의 4가지 목표 : 1)

3) 지진 이후 사회 재건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2)

: 2015년 지진 이후 많은 시설과 마을에서 피해를 입었다. 국가적으로 50만개의 가옥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3) Goal 10 국가 간 불평등 감소, 4)

이 붕괴되었고, 9천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국가적으로 Post Disaster Needs

Goal 17 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ssesssment 진행하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각 섹터별 재건, 회복을 넘어 발전의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국내 국제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ODA 지원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다.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부목표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를 통해 소녀들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자

1) 네팔 국가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신감과 독립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녀들의 권리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

네팔의 국가 개발 목표는 전반적으로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성장이다. UN

심 사업국으로 네팔이 포함되어 있다.

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육,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화장실 등 위생관련 이슈, 실업율 등의 이슈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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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관계자 그룹별 현황 및 수요

점은 지역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진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청소년

1) 청소년

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조사방법

: 칼리마티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초점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지역 외 청소년 대상

2) 대학생/청년

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청소년은 공립학교 재학생과 사립학교 재학생 그룹 2개 그룹을

가) 조사방법 : 그룹 인터뷰

만났다. 지역 외 청소년은 칼리마티 인근 지역인 쿨레솔 지역 공립학교 대상으로 하였다.

나) 조사결과

: 평균 연령대 19.8세의 대학생/청년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오전 6시부터 12시
나) 조사 결과

사이, 1일 평균 4시간 이상을 수업을 위해 쓰고 있었다. 1명을 제외하고 13명의 인원이

: 대부분 학교까지의 거리는 10분 내외로 나타났다. 평균 부모를 포함 4.4인 가구로 파

10,000-25,000 네팔루피를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 인터뷰를 참여한 학생들 중1명을 제

악되었으며,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을 포함하여 2, 3명의 형제들 둔 것으로 나타

외하고, 타지역 출신의 학생들로 자취를 하거나, 친척 집에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는 현재 공교육 내에 진학했거나,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로

대학생들의 희망 진로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은 사립학교가 6.7시간, 공립학교는 6시간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전공자 중에는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었다.

나타나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습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후, 시간을 보
내기 위해서 하는 일로는 학생들 모두 숙제, 친구들 만나기, 운동하기, TV 보기 등으로

참여 대학생들의 경우, 중학교를 대부분 지방 공립학교 출신으로, 14명 중 9명은 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주요과목은 사립학교의 경우 수학, 영어, 과학의

후 교실을 경험했고, 그 중 1명은 학교 외 사설 시설에서의 학습지도를 경험했다. 방과후

순으로 나타났고, 공립의 경우 수학, 영어, 네팔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서 강조

교실에서 주로 다루는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등으로 나타났다.

하는 과목으로는 전체 학생대상 응답에서 영어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네팔어, 영어, 수학 순으로 나타나서 학생들과 부모, 교사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있

점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점에 대해 긍

는 것으로 보인다. 50%내외의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으

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을 전공하는 참여자들은 가르치는 경험이 추후 도움이 될

며, 모두 유료 서비스로 나타났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다.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로는 금전적인 보상이 논의되었으
나, 그 외에 실용적인 직업기술 훈련, 컴퓨터 교육, 교수법 등 에 대한 수요도 존재했다.

다. 결과 분석

: 카트만두 시내, 칼리마티 지역 내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문제로 보이지 않았

다) 결과분석

다. 그리고 교육 접근성에 있어 성적 불평등의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

: 다수의 대학생들이 아침 일찍 대학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한

에 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양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이 학업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헌조사로 밝혀졌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양한 직

에 부담감을 느끼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공통의 과목은 수학과 영어로 진학과 취업

업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 많다고 확인되었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및 조사원들의

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미루어

경우도 현재 모두 구직 중인 상황으로 문헌조사에 나타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아 과제 외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활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느끼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서 봉사의 개념보다
채용의 대안 정도의 판단으로 오해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점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으로부터 무료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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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지역 주민에 이어 대학생들 역시 학업을 위해 이주한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대

된 교사에 대한 교수법, 상담법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부분은 산업이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카트만두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

한다. 교사의 임금 외에는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재

로 파악되었다.

량 혹은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 교사 훈련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교육 제공자로서 예상 참여자로 판단되는 대학생들에게 점프 프로그램의 참여는 사회
적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대학생/청년의 역량을 강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나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면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용적 절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또 다른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별히 재정적 부
담이 큰 공립학교에서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

3) 공립 교육 기관 _ 중등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 조사방법

공립학교 2곳과 사립학교 1곳을 방문하였고, 그 외 공립학교 1곳의 교사들이 조사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결과

: 교사그룹의 이슈로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그리고 ‘과중한 업무’등이 나타

4) 기관방문
- 청년조직
기관명
기관목표

났다. 이로인해 교사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교사 1인에 26
명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비, 참여 학교를 기준하여 사립학교는 1: 25 , 공립학교는 1:32

로터랙트Lalitpur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봉사조직

PGG
마을 친화적 교육을 통한 지진피해 마을 회복

- 팀원들을 위한 세미나

주요사업

-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진행

2개 마을 공동체 대상 지진 후 마을 친화적 교

- 지역 공동체를 위한 위생/보건 서비스

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 그 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내외로 차이가 있었다. 학교 수업 외에도 학교 클럽활동, 행정업무, 방과후 교실 등의 업
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여자

Lalitpur지역 내
18세이상 30세이하 청년

- 에베레스트 지역 2개 마을 청년 조직
- 카트만두 활동 예술가 조직
- 한국 청소년 공동체 품 (PUM)

공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교사의 임금, 일부 학생들에 대한 교과서 및 학용품 지
-도
 시보다는 지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

원, 그리고 일정 금액의 장학금 등으로 제한되었다. 교사의 선발 기준이 정식으로 마련되

- 장기적인 활동보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어 있지 않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양질의 교사를 공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
분은 교육관련 학위나 훈련 없이 채용되고, 채용 중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은 전체 인원 대
상이 아니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활동으로 시작하면 훨씬 참여도 높아질 것으

점프를 위한
제언

로 예상됨
-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경우,지역공동체의
발전보다 개인의 발전에 초점이 있을 수 있음
- 카트만두 내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
이 있어 도움이 될 듯

다) 결과 분석

로 예상
-장
 기적인 활동에 어려움 존재,
일을 하는 청년들이 다수이므로 보상이 중요
할것
- 보상은 적절한 직업교육도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음
- 카스트, 종족이 다양한 경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교사 대비 학생수에 학교 별 편차가 존재했다. 학생수 대비 교사 채용의 기회를 늘리
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학교 재원 마련이 유일한 방법이라 학교측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채용된 인원이 다수의 학생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채용,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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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 진행 NGO
기관명
기관목표

Teach for Nepal
네팔의 공립 교육 개선
청년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점프는 교육나눔활동을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되어 지역 내 양질의 교육에 대한
KCDC (칼리마티지역개발센터)

–지방 공립학교 교사로 2년간 파견
–2개 단위로 교육, 훈련 및 파견자들간 네트워
킹의 기회 제공

2) 대학생/청년 사회참여활동
- 봉제교실, 문해교실 등 여성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강화
- 도서관, 컴퓨터교실등을 통한 아동

–Alumni 네트워크 조직 운영

참여자

대학교 졸업자 대상

지역내 청소년/ 여성

점프를 위한
제언

- 카트만두에는 이미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집
중/포화 되어 있어 지방, 특별히 산간 지역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대학생의 교육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제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이후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 청년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지역 청년들의 참여는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의 참여라는 점에서 교육
의 비용 절감이라는 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지역 구성원 및 간접 수혜자들과의 소통의 접점이
높아져 다각적인 인식개선과 지역의 참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 지역 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공립학교와
협력하는 것을 권함

되었다.

칼리마티지역 지역공동체개발

–대학 졸업자 선발, 채용

주요사업

접근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주체들의 수요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 지역 내 대학생들과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어,
점프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재정적인 보상 혹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점프는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 대학생/청년들은 머지않은 미래

중요한 것은 점프가 하려고 하는 ‘교육나눔활

에 지역을 이끌어 나갈 예비 사회인이자, 리더이다. 지속적인 지역 내 문제 발견과 문제

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음

공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

3) 대학생/청년 역량강화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국내 프로그램은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직업, 진로 상당 등을 통해 실제적인 조언을 듣
는 것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네팔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 참여
자들의 수요가 단순한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취업, 이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에 있었다.

1)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점프가 주목한 2개 부분은 ‘중도탈락율(Drop out)’과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이었다. 문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멘토단과 프로그램 졸업생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인 멘토

헌결과를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중등교육 이수율의 문제, 이 안에서 남녀 성불평등의 문

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중등교육의 이수율 자체는 카트만두 시내에서는 더 이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사회통합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들과 딸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학교 진학
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최소 SLC 중등학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4) 지역사회의 유기적 나눔 활동
점프의 프로그램은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고,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역할로 설정한

오히려 부모, 교사, 학교 외 인원이 교육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점은 학교 수업의 질적

다. 직접 수혜자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것을 위해 대학생들이 활동한다. 대학생들이 사

향상 문제였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결국 상위학교로의 진학, 진로 및

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식사 등을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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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로서 이러한 교육나눔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학생/ 청년 들을 지원하고, 대학생

한다. 참여하는 인원을 선발할 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예민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은 다시 프로그램에 교육제공자로 참여하여 어린 청소년들을 지원
한다.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의 자립 운영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다양한 자원 연결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점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함
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양질의 교육기회에 대한 수요
예상되는 직접 참여자인 대학생/청년, 청소년을 비롯하여 간접 수혜자인 학부모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뤄지고, 대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 문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가계 소득의 50%내외의 비용을 자녀 교육으로 지출하고 있

제해결 능력 등 Life Skill을 비롯하여, 사회 진출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통해 경쟁력을 높

었으며, 대부분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로의 진학을 지원하고 있었다.

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내 공립학교를 협력 파트너로 할 경우, 학교에서는 기
존에 여러 교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지속할 수 있

교육에 대한 기대는 결국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 더 많은 교육을 이수할
수록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직업의 기준은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다. 기존에 다양한 NGO 의 방과후 교실과 협력할 경우, 기존의 사업장 내 인프라를 이용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된다.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는 직업군을 불문하고 언어능력, 특별히
영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어에 대한 접근성은 결국 양질의 교육에

그러나 각 주체별 목표와 사업의 운영 방향의 차이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사립학교로의 진학을 바라

점프의 국내에서와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수요와 문

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현지의 운영 주체가 자립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욕구
2015년 지진은 네팔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청년들이 마을과 지역의 발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회복, 재건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자원과 인력을 조직하여 움직이기 시작
했다. 방문 기관 중 PGG의 경우, 실제 거주지역의 재건 사업을 위해 에베레스트 지역 2

정량적 수치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기초적인 표본이 수집되지 않

개 마을의 자발적 청년조직이 협력하였다. Teach for Nepal은 그보다 일찍 열악한 환경

은 점과 사업을 운영할 협력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 수행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의 네팔 공립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을 조직하여 파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

있도록 하는 정도에서 지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국의 문제,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청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1) 청소년
가) 주요과목의 학업성취도

그러나 선정 지역 내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기부여된 인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지가 먼저이다. 카트만두 시 내에서도 칼리마티 지역은

: 청소년이 진학과 진로 설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어, 수학 및 과학 과목에 대
한 학업 성취도를 조사,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변화를 측정한다.

여전히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카스트의 문화, 종족 간의 생활격차, 카트만두 내 이주 인구
에 대한 편견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인구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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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

확산 시 타 기관에 소개, 교육, 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참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스스로 1주간, 1개월 간 등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학업 계획을 세워 스스로 학습을 주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 운영인력의

도해 가는 태도를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교육 제공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체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다)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계획

: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계획을 1년 3회 조사하여 미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예
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프는 협력기관의 환
경에 따라 그 역할설정을 달리하고, 현지 주체가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
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별 사업 모델은 아래와 같다.

2) 대학생
가) 활동보고서를 통한 대학생/청년 성실도 평가

: 월별, 주간 활동 보고서를 통해 출석 및 활동 내용에 대해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여 운
영인력이 이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한다. 여건에 맞춰 교육나눔활동을 통해 청
소년과 만나는 최소 활동 시간을 책정하고,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정성적

• 점프-기업-장학재단 사업
• 점프-기업-대학 사업
• 점프-지자체-지역 대학 사업
• 점프-지자체-지역 내 교육관련 사업운영 소셜벤처

자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 청소년의 피드백과 운영기관의 평과를 동
시에 진행하여 다각적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수요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연결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파트너 기관을 발굴하여 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가

나) 교육/훈련 결과물을 통한 역량강화 관련 평가

능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

: 사회인 멘토링의 변형으로 직업 훈련에 준하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이다.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고 상황 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통

하여, 이력서 작성법, 컴퓨터 사용 등과 관련한 기술향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

해 한국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현지 운영인력의 자립 운영을 견고

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물 통해 교육/훈련의 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

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다.

3) 운영주체 : 협력기관

또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이 한 타겟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에 비해 점프는 청소

- 1년 주기 활동 기획 및 운영 가능 여부 확인

년과 청년층 2개 집단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지

: 최종 3년 기간 동안 현지운영기관 주도,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1년 프로그램을

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한 수혜층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타 프로그램과

기획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에 이어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의 차별성이다.

는 한국 점프의 인원 및 현지 기관 외부 인력을 통해 각 주체 청소년, 대학생/청년과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한다.
- 네팔 현지에 특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 현지 운영인력과 한국 점프의 사업 담당자가 협업하여 네팔 현지에서 점프의 프로그
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대학생을 위한 ‘점프 활동 매뉴얼’,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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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료 출처------------------------------------------------------------------자료형태

통계자료

자료정보

학술지

Nepal in Figures 2015 | Gover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Secretaria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2009
Urban Vulnerabilities in the Kathmandu Valley, Nepal: Visualizations of Human/
Hazard Interactions | 2010 (http://www.scirp.org/journal/jgis/)

웹사이트

https://www.cia.gov

웹사이트

http://data.un.org

논문

웹사이트

http://data.worldbank.org/country/nepal

도서

나눔교육과 봉사가 인생을 바꾼다. | 권이종 | 교육과학사

웹사이트

https://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도서

멘토와 멘티의 Pal짱끼기 청소년 멘토링 매뉴얼 | 사회정신건강연구회 | 교육과학사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도서

꿩먹고 알먹고 네팔어 첫걸음 | 정인석 | 문예림

웹사이트

https://wheelmap.org/map

도서

교실속 비주얼 씽킹 | 김해동 | 맘에드림

웹사이트

http://www.openstreetmap.org/

도서

참여형 수업을 이끄는 차의적 교수법 47가지 | 전창욱 | 미래와 경영

보고서

나-4. School Sector Reform Plan 2009-2015 2009-2015 | MoE | 2009

도서

청소년 교육론 | 권양이 | 박영사

보고서

Nepal Education in Figures 2015 | MoE | 2015

도서

세계의 사교육 동향과 국제비교 | 백일우 | 학지사

보고서

네팔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관계부처 합동 | 2012

도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권일남 | 창지사

보고서

Education System Nepal | EP-NUFFIC | 2015

보고서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KoFID, KOICA | 2016

보고서

Development Programme | 2015
Kathmandu Valley Profile| Pradip Raj Pant, Devendra Dongol | 2009

보고서

KMC_Sectoral Profile | EMI | 2010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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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 Work for Human Development | United Nations

보고서

보고서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민간부문 교육협력사업 분석연구 |진동섭|한국교육개발원| 고려대학교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Country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EPAL 2013–2016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 2014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 세계은행 지음, 국제협력팀 옮김 | 2009
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 VOL.B : SECTOR REPORTS |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 2015
나-1. 23rd Jan final for pri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N 2015
Education For all National Plan of Action | Minstry of Education and Sports, Nepal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2003

01

02

MEASURING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IN SOUTH ASIA | UNICEF/
Bangladesh/SHEHZAD NOORANI | 2006
Educatoin and Development | CERID | 201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National Report |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nssion | 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evelopment (ECED)
Services in School Readiness in Nepal | CERID | 2012

03

04

05

Inventory of Non-Formal Education Providers in Nepal | CERID | 2013
HANDBOOK ON PLANNING, MONITORIGN AND EVALUATING FOR DEVELOPMENT
RESUL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2015

01 협력기관 및 조사원 오리엔테이션
02 FGD 1. 학부모 그룹 (1)
03 FGD 2. 학부모 그룹 (2)

04 FGD3. 공립학교 재학 청소년 그룹
05 PGG 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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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06

07

09

08

KCOC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점프는 선정지역인 네팔 카트만두 시,

10

칼리마티 지역에서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
한 이해가 생겼으나, 큰 명절과 시험기간을 앞두고 있어 예상 참여대상들에 대한 표본 조
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량적 표본, 사업실행 시 평가 지표를 마련
하기 위한 재 조사가 필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재 방문 조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 때 인큐베이팅 조사를 통해 발
굴한 예상협력기관으로 판단되는 지역 내 공립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만나게 될 예정
11

12

이다. 조사사업에 협력한 칼리마티 지역개발 센터 또한 방과후 교실에 대한 경험이 있고,
지역 내 수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
의할 예정이다. 기간 내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내 현지 NGO 운영 시설,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방문도 계획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큐베이팅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네팔 카트만두 시에서의 사업을 기획해 보고
자 한다.

13

지역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하고,

14

3개년 동안 네팔 내 지역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06
07
08
09
10

FGD 4. 사립학교 재학생 청소년 그룹
로터랙트 청년조직 방문
FGD 6. 공립학교(KASES) 교사그룹 미팅
공립학교(닐바라히) 방문
FGD 5. 학부모 그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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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Teach for Nepal 기관방문
자문회의_심우진 전문가님
Jana school 방문 및 대학생 그룹 미팅
최종평가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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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문제나무 분석

• 사업명: 네팔 카트만두시, 칼리마티 지역 내 공정한 교육기회와 다양성 실현을 위
한 교육봉사 프로그램

• 사업기간사업 기간: 2018년 – 2020년
• 사업 목표
1) 선정지역 내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2) 프로그램 참여자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나눔의 선순환
구조 정착
3) 참여 대학생/청년 50명, 수혜 청소년 200명 발생
4) 2030년까지 네팔 내 5개 기관 및 지역 확산

◎◎향후 네팔에서의 점프 프로그램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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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나무 분석
산출
Outputs

수혜자 결정

대학생 선발

점프 네팔

1차년 - 40명

1차년 - 10명

운영/관리

2차년 - 40명

2차년 - 10명

3차년 - 60명

3차년 – 20명

단기성과
Outcomes

상위학교진학

장기성과
Impacts

대학생 교사로

현지
프로그램
매뉴얼

대학생

운영인력 역

역량강화

량강화

취업율 증가

비율 증가

활동

점프 프로그램

지역내

운영 인력으로

프로그램

성장

확산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PDM)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장기영향/목표
- 카트만두 칼리카티

-지
 역내 공립학교 학생들

- 진학율 통계

-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

지역 내 양질의 교육

의 상위학교의 진학율

- 학업성취도 통계

해 청소년들이 공정한 교육

에 대한 공정한 교육

-읽
 기 / 수학 능력 평가

- 참여자 추적조사

기회를 누린다.

기회 확대

-전
 체 참여 청소년 대학

- 프로그램 참여자 통
한 나눔의 선순환
유지

- 선순환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

생/청년 자원봉사자로 참

고, 양질의 자원이 지속적으

여율

로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대
 학생/청년 봉사자의 프

가능한 프로그램이 된다.

로그램 지원 활동 참여율
•중기영향/목적
- 지역 내 점프 프로그
램 확대
- 상위학교로 진학율
높아짐

-직
 접수혜자수/
협력기관 수

- 상위학교 진학통계
- 회원명단

- 진학여부 조사

-교
 육기회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위해 학교/NGO/지
역사회가 협력한다.

- 커뮤니티 회원수

-학
 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상위 학교로의 진학 의지

-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향상

졸업생 커뮤니티

- 역 내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운영

하는 청년 조직으로 성장한다.
•단기 영향/목적

투입
Inputs

사업비

현지 운영인력(2)

한국관리
인력 (1)

훈련/교육지원

현지

활동
Activities

협력기관
선정

수혜자선발

- 1년 단위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기획안

립 기획/ 운영 및

-학
 교 시험성적비교

- 연간 프로그램 운영기

관리 가능

-프
 로그램을 통한 인식

- 1년 단위 프로그램 자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디자인

대학생 선발

조사를 통한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 4회

디자인

운영관리인력
대상 연 2회
제공

- 학업성취도 향상

변화

획안 및 운영 평가 보
고서

•네팔어/영어 읽기

- 수료 조건 이수 여부

- 학교 성적표

•수학

- 직무능력 포트폴리오

- 담당 대학생 활동보고

- 정서적 안정

서 및 부모 인터뷰

- 1년 활동 수료

- 활동보고서 및 출석부

- 직업 기술 향상

- 참여 청소년 및 운영인
력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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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학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상위 학교로의 진학 의지 향상
-문
 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
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사회통합적 인재로
성장한다.
-경
 쟁력을 갖춘 산업인재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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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협력 기관의 프로그
램 자립 기획/ 운영

- 네팔 카트만두 시 특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수혜가정방문 확인보
고서

및 운영 담당자의 역

- 수혜자 수

- 주별 활동 보고서

량 강화

- 대학생 선발

- 훈련/교육 기획안 /

- 수혜자 결정
•1차년: 50명

- 장학금 지급
- 훈련/교육 횟수

평가 보고서

- 현지 협력기관의 운영 및 관

통해 읽기와 수학 능력이
좋아진다. / 정서적으로 안
정된다.

•2차년 : 50명

- 대학생들이 지원을 통해 경

•3차년 100명

제적 상황으로 인한 학업
포기 적어진다.

- 대학생 선발
•1차년 : 10명

- 교육/훈련을 통해 대학생/

•2차년 : 20명

청년의 역량이 강화된다.

08

PART

리 역량이 강화된다.
-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교육]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차년 : 20명
- 장학금 지원
- 대학생 훈련/교육
- 운영인력 훈련/교육
•활동

•투입 요소 / 전제조건

- 현지협력기관 선정

-사
 업비 USD $ 20,000

- 수혜자 선정

-대
 학생/청소년이 활동 가

공립학교학생 / 저소
득층 가정

능한 환경
-현
 지 관리운영 인원 2명

- 대학생 선발

-한
 국 관리운영인원 1

- 장학금 지원

-강
 사

- 대학생 훈련/교육 프

-강
 사

- 현지 협력기관이 점프의 프
로그램과 문제의식에 공감
한다.
- 수혜자 선정 과정이 계획대
로 진행된다.

로그램
- 운영인력 훈련/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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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7일(수) ~ 10월 21일(금) (총 65일)

시행일자

*방글라데시 여행제한기간 지정으로 현지조사기간 변경 및
전체조사기간 연장

지역

방글라데시 Dhaka 굴샨 2지구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

단체명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사목적(계획서 상)

조영인

현지 지부

있음

없음

1. 방글라데시 내 장애인 지원시설 현황, 장애인 단체 활동, 국가 혹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다.(기존)

단체현황

NGO 등록

있음

⇒정부 정책지원 현황 및 의지 파악(변경)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없음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교육

11120

1. 방글라데시 내 장애인 단체 및 지원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단체 활동 및 정책적 지원

2. 지역 내 장애인의 전반적인 상황(생활, 소득수준, 교육, 직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실질적 Needs 파악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장애 당사자의 Needs 파악(변경)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목적

2. 장애인 당사자 설문 조사를 통한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고,
3. 장애인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IT와 관련된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
고 사업을 구상하고,
4. 학계, 정부 관계자 협의 미팅을 기획, 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지속적 기반을 구성하고자 함
방글라데시 Dhaka 굴샨 2지구

국 가

방글라데시

지 역

*수도 중심부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부 바나니레일웨이(Banani Railway)역에서 차량으로
20분 내 위치하고 있음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21일(금) (총 65일)

전체 조사 기간

*방글라데시 여행제한기간 지정으로 현지조사기간 변경 및 전체조
사기간 연장(공문 승인 완료)

조사기간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한다.
⇒사업 여건 파악 및 사업의 지속성 기반 구성(변경)

(07 Road: 33, Gulshan-2,
Dhaka-1212, Banladesh)

대상 국가 및 지역

3. 장애인 직업교육 현황 및 국가 내 IT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4. 학계, 정부 관계자 협의 미팅을 기획,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장성을 검토하고, 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지속적 기반을 구성하고, 장애인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환경을 확인한다.
⇒협력 후보기관 현황 파악 및 협력가능성 평가(변경)
※ 전체적으로 산출 및 성과목표에 맞춰, 목표를 명확하게 재편성함

현지 체류기간

9월 23일 ~ 9월 30일 (총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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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변경사항)

조사 결과

5. 대
 상 중 여성/아동/빈곤의 범분야를 조사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chapter 02

영향을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의 5가지 원칙(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정성)
및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3. 보건과 복지, 목표 4. 양질의 교육 보장, 목표 17. 글로
벌 파트너십 활성화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 방글라데시 내 장애 여성단체 또는 여성 이슈 중심의 활동은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각 단체별로 여성분과 등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 정확한 통계치, 신뢰할 만한 자료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에 대한 조사목적은 제외함.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1차 기획회의(내부)

09.13

: 09.13. 14:00
* 유명화 사무총장, 조성민 대외전략국장, 조영인 담당, 허정혁 부담당
2차 기획회의(외부)

09.21

국
내

: 09. 21 15:30
* 이득수 웰인터내셔널 방글라데시 지부장, 유명화 사무총장, 조성민 대외전략국장, 조영인
담당, 허정혁 인턴, 정선순 인턴, Doung Thi Nhat Anh 베트남 현지 PM

10.14

자문의견 수렴
* 이득수 지부장
현지조사 후속조치

10.04~21

*정책 조사
*현지 협력기관 협의회의 및 방향 제시

09.23

현
지

1) 출국, 현지 도착
2) 조사 일정 및 안건 사전 점검 회의

1) 현지 파트너 후보기관 방문, NADPO
2) 현지 파트너 후보기관 방문, BPSK
09.24

3) 설문조사(NADPO, BPKS) - 30 cases
4) FGI인터뷰 및 가정방문(NADPO, BPKS)-8명
5) 협력기관 평가(BP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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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 미팅 *방글라데시 사업환경 사전 점검 및 유관사업 조사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2) 현지 파트너 후보기관 방문, PDF
09.25

3) 설문조사(PDF) - 16 cases

조사항목

대상/주요내용

방법

내용

조사기간

-장애인 정책, 기타 국가

08.17~09.22

4) FGI인터뷰(PDF)-3명
5) 협력기관 평가(PDF)

-문헌조사

4권

방글라데시

-인터넷 및
문헌 조사

개황 및
1) 현지 파트너 후보기관 방문, CSID

정책 정보

2) 설문조사(CSID) - 20 cases
09.26

일반자료 취합
-현지 정책분석자료

5p

10.01~10.21

-자료 번역·분석

3) FGI인터뷰 및 가정방문(CSID)-7명
4) 협력기관 평가(CSID)
5) 협력 기업 미팅(My outsorcing)

-장애단체 및 산하 센터
*CSID, PDF, BPKS
기관역량
파악

-정부산하훈련센터
*BCC

-조직 및 운영능력
5개소

-방문조사

(인력,예산,경험,네트워크)

-기관역량평가

-ICT, 취업교육 가능성

-대학, 기관 등 IT센터

1) 후보센터 조사(University of Dhaka)

09.23~09.30

(인력, 주변환경)

*Dhaka University

2) 협력기관 2차 평가(PDF)
3) 정부관계자 미팅
09.27

① 사회부 사회서비스 국장(Abu Muhammad Yusuf) 미팅
-그룹 포커스 인터뷰

② 정보부 산하 BCC(Bangladesh Computer Coucil) ICT 국장(Monammand

:장애인 활동가, 장애

Enamul Kabir) 미팅
4) 협력기관 2차 평가(CSID)
5) 자문평가회의(강규택 하트하트재단 지부장)

대상자욕구

18명

인 청년 등

-개별인터뷰
-그룹인터뷰
-생활, 소득, 주거환경 등

및
실태조사

-교육, 정보화수준
:장애학생(중․고,대학
생), 장애여성, 장애인

1) NGO협의체(SMC, 사천다문화센터) 미팅

-ICT 및 접근성현황

-설문조사

09.23~09.30

-취업현황, 욕구조사
66명

-설문조사

청년, 장애인활동가 등

* 방글라데시 현지 NGO등록 및 운영 노하우
09.28

2) 장애인사회적기업(FOB) 미팅

-정부

* 장애인 사업 운영 노하우

:사회부 사회서

3) 타겟기관 협력미팅(PDF, CSID)

비스 국장(Abu

4) 자문의견 수렴(*Mollal Habib)

Muhammad
정책 및

09.29

1) 영수 및 회계 처리

의지 확인

Yusuf)
:정보부 산하 BCC

-정부방문
2개소

(Bangladesh

(간담회)
-문헌조사

Computer Coucil)

2) 타겟기관 협력미팅(BPKS)

-장애인복지,고용정책 및
서비스현황 등
-협력가능성

09.23~09.30

-정부관계자 장애인식

ICT 국장
09.30

1) 현지 출국, 한국 도착

(Monammand
Enamul Kabir)

사업 Risk
파악,
협력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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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엔지오협의체

-사업수행 가능성

(SMC)
-KOICA
-기업, 사회적기업
(FOB)

3개소

-기관방문

-방글라데시 사업특이사
항 점검

09.23~09.30

-사전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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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가. 방글라데시 일반 정책 및 개황

나 여전히 방글라데시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 (교육)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나 등록률에 비해 수료율이 높지 않
고, 교육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함. 성인 문해율이 매우 낮은 편(2011년, 58.5%)으로
평생 학습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이 충분치 않아 실제적인 개선이 더딤.

□ 일반

• (개황) 남아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 국가로, 남쪽으로 벵골

• (보건) 인구 증가율 감소,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진전이 있었음.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결핵, 말라리아, HIV/AIDS 발병 감소 성과를 거둠.

만, 미얀마와 접한 일부 국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도와 접하고 있음.

* 인구 증가율 : 1.84(2000) → 1.34(2005) → 1.22(2013)

* 인구 : 1억6,000만명, 면적 : 14만7천km2, 한반도의 2/3 크기

** 평균기대수명 : 63.32(2000) → 67.49(2005) → 70.69(2013)

• (정치) 2014년 1월, 10대 총선에서 세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
(Awami League)이 압도적으로 승리 했으나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 갈등이

정치적 정황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영
 유아 및 모성사망률이 여전히 높고, 전염성 질병 뿐 아니라 비전염성질병 발병
률도 늘어남.
* 전문보건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 31.7%(2011)

⇒ 정치적 불안 및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 176개국 중 136위(2013) → 175개국 중 145위(2014)

• (빈곤감소) 방글라데시 국가 빈곤선 이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2015년 목표치에
이미 도달함
* 국가 빈곤선 이하 비율 변화 : 56.7%(1992) → 31.5%(2010) → 26.2%(2013)

• (MDG 달성) 절대빈곤감소,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 감
소 등의 목표는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예상됨. 하지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모성
보건, 지속가능한 환경 목표 달성은 미진함.

□ 인프라

• (전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3위*로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열악
하며, 특히 도로와 항공, 전력공급, 통신 부문에서의 인프라 개발이 취약함.

• (교통) 방글라데시의 내륙 운송에 있어서 도로 이용 비중(여객의 73%, 화물의 63%)이
높으나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함.
-도
 로, 고속화도로, 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요 공여국 및 기관과 협력 중이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테러로 진행 중단됨
* 파드마 교량건설, 도시고속화도로건설(Dhaka Elevated Expressway), 아시아 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 연계사업

□ 경제 및 사회

• (균형발전) 빈곤 격차는 과거에 비해 다소 해소되었으나 지역 간, 도농 간 격차가 여
전함.
-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 다소 완화됨.

** 7월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거주지 Gulshan지구 카페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IS테러 발생. 20
명의 민간인과 2명의 경찰이 사망함

• (에너지)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방글라데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도시와 농촌의 전기접근 가능 인구비율(2010) : 552%(전체), 88%(도시), 42%(농촌)

* 총소득에서 하위 40% 가구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 20.7%(2000) → 21.3%(2010)
** Gini 계수 변화 : 33.22(2000) → 32.12(2010)

-농
 촌은 빈곤율은 감소한 반면, 도시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함. 이는 농촌의 빈
곤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데서 기인한 현상임.
* 최빈곤 인구 비율은 수도인 Dhaka에서 가장 높음(32%).
** Rangpur, Barisal, Khulna 지역은 2005-10년 사이 빈곤 가구 비중이 각각 12%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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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분야

• (환경)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경작지 및 주거지 확대로 인한 산림 감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시설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또한 심각성이 대두됨.

•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부문에 대한 양성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나 고등부문
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농업 이외 부문에서의 여성 노동 참여가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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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2021’

* 명확한 통계 데이터 없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중소득국가 진입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제7차 5개년 개발계획’

Bangladesh) 2021’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정보화 산업 육성을 의욕적

•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소득국가 진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 비전 2021(Vision 2021)을 수립하였으며, 비전 2021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

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보통신분야를 경제·사회 전반 부문의 성장 동력으로 규정

략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 5년마다 세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ICT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사회보장,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 “ Accelerating Growth, Empowering Citizens”라는 소제목 하에 경제성장을 통한

등을 이루고자 ‘Digital Bangladesh'를 수립하여 방글라데시를 지식경제기반사회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불균형 감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UN SDG 출범에

발전 시키고자 함.

맞춰 제7차 5개년 계획에 SDG목표를 반영하였음.

-농
 업, 의료, 교육, 훈련,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요소로서 ICT중시
* 현재, KT, LG 등 한국IT 기업에서 방글라데시에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Vision 2021과 SFYP 2016-2020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Vision 2021 전략 목표

SFYP 2016-2020 추진전략

•안정과 번영의 조직적 기반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 7.4% 달성

•중소득국가 진입 달성

•농업, 제조업, 서비스분야 개선

•식량안보: 농업과 농촌 개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산업화 달성

•경제특구지역 인프라 구축

•세계화와 지역협력

•초중등교육 보편화 달성

•디지털 방글라데시

•전국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에너지 안보와 개발

•전력생산량 증대

•교통과 통신

•남녀간 소득불평등 개선

•도시화 문제 해소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

•인적개발

•전국민 앞 유무선통신 보급

•빈곤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 주요 목표 인적자원개발, 사업화와 무역확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방글라데시 전자

• 한국의 ICT
-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ICT 개발지수*에서 2013년 평가
대상 166개 국가 중 2위를 기록, 방글라데시는 2013년 143위를 기록
* ICT Development Index(IDI) : ICT 인프라와 접근성, ICT 이용정도와 ICT 능력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
하여 정보통신 분야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나. 협력기관 역량 파악
□ BPKS(Bangladesh Protibandhi Kallyan Somity) (90점)

• 1차 미팅: 9. 24. 14:00
• 2차 미팅: 9. 29. 14:00
* 대표: Mr. Abdus Sattar(DPIAP, 2015 CSO 컨퍼런스*APDF,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참여)

화(Disital Bangladesh) 등 12개 주요 목표로 구성
- 중점 협력 분야 :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통신
- (교육) 교육시설 확충, IT교육 강화 등 교육인프라 강화

- 정규직 50명 규모, 연간 100만 불의 예산구조

기관일반

- BGM(의료회사연합)과 우호적 관계 구축
*스페인 프로젝트, 독일, 캐나다, 일본 정부 등의 지원

- (교통) 지역균형 및 교통수단 다양화를 통한 경제발전 기반 마련
- (기타협력분야) 수자원 개발 및 보건의료시설 공급을 통한 위생 보건시스템 개선,
정보통신분야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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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원

- 정부 정책 제안 등의 활동,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가능
- 기숙형 MS교육프로그램 지원(6개월/20명), 허나 창업형 공간 확보 부재

229

□ PDF(Phsically-challenged Development Foundation) (93점)
- BPKS는 단독 건물 보유, 5,6층 골조만 구축된 상태로 건물 증축 요청(층당 1억)

기타

-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PSID 컨셉 보유
*PSID(Persons with Disabilities' Self-Initiative to Development)

당사자 단체로 업무 유연성 및 속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타 단체와 협력가능성

종합의견

낮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역사가 깊고 조직운영이 엄격한

• 1차 미팅: 9. 25. 14:00
• 2차 미팅: 9. 27. 19:00
• 3차 미팅: 9. 28
* 대표 : Mr. Mizanur Rahman Kiron (BRAC 옹호파트 실행디렉터, 와이프, 2013 드림팀 참가자)
* 고문 : Mr. Barrister Naser alam(변호사, 최근 POSCO 방글라데시 진입자문)

편. BPKS의 위치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 기숙형 외 모델을 기대하기 어려움

기관일반

- 정규직 3명 규모, 연간 50만 불의 예산구조, 자발적 자원활동가 20명
*미국대사관, USAID 지원

□ CSID(Centre for Services and Information on Disability) (95점)

• 1차 미팅: 9. 26. 10:00
• 2차 미팅: 9. 27. 16:00
• 3차 미팅: 9. 28

- 미국대사관, USAID, BRAC, CRP 등 유수의 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보유, 미국대사관 내 장애

협력자원

청년 교육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대학생 및 대학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2,000명
*다카대, 자와르나가르대(방글라데시 국립,사립 1위 수준) 및 7개 유수대학

* 대표: Mr. Khandaker Jahurul Alam(APDF 전 회장)
* 국장: Iftekhar Ahmed (2016sus Gobal IT challenge*재활협회, 중국CDPF 주최 국제 장애인 IT경진

기타

- NGO Bureau(방글라데시 NGO관리기관) 정식 등록되지 않음

대회 참가자)
종합의견

파트너 선정에는 무리가 있으나(계좌 개설 불가 등), 뛰어난 실무 능력, 자원봉사자, 장애 청년(대
학생) 네트워크은 충분히 활용, 협력가능성이 있음

-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20명 연간 80만 불의 예산구조, 정부 지원금 3.5만 불(방글라데시 최초)

기관일반

- 국제협력사업의 풍부한 경험 보유
*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ILO, DFID, UKA 프로그램 진행

□ ICT 교육센터 후보지
- Alam회장의 정책활동(국가 장애관련법, 정책수립)을 통한, 사회부, 정통부 정부 관계자 우호적
협력 구축
- 산하 ICT센터 보유, 기초교육(2개월) 진행(7년 이상)

협력자원

- 아웃소싱 업체(My 아웃소싱)와 MOU, 수료생 취업 이후 지원(거주지 정보 제공) 등
*최근 MyOutsourcing이 장애인고용 Model 컨설팅
- 정통부 산하 BCC와 협업, GITC 참석자를 선발

• BPKS 센터 방문: 9. 24. 14:00
• CSID 센터 방문: 9. 26. 10:00
• BCC(Bangladesh Computer council) 방문: 9. 27. 15:30
• 다카대학교 방문: 9. 27. 10:00

*BCC(Bangladesh Computer Council)

각 기관 센터
기타

BPKS와 CSID는 자체 센터 운영 중. 필요 시 개보수, 증축가능

- NGO Bureau(방글라데시 NGO관리기관) 정식 등록
우정사업본부 지원으로 설립 된 컴퓨터 시설이 존재하나, 노후화됨

종합의견

- 다양한 자원, ITC 교육 노하우 보유, 실무 총괄자 Head of Programme(Mr. Iftekhar

다카대학교

외부 학생에게 교육 불가

Ahmed)의 유연성, 능력 탁월. 타단체(PDF)와 협력 우호적

BCC
*정통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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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및 컴퓨터 기관장의 태도 협력적, 단 국립이라 행정 및 승인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판단됨.

KOICA 지원, 장애인 교육 가능한 교실 1개 보유
접근성이 떨어짐. 정통부에서 협조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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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소득

다. 대상자 욕구 및 실태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을 질문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30명(51%) 가 최저생계비 이
□ 조사 개요

하 수준의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5,000 타카 미만의 소득으로 답했고, 12명(20%)

• 조사방법 : 설문조사(66명), FGI(18명), 가정방문(2건)
• 대 상: ICT교육에 관심이 있는 15세~40세 장애인(활동가, 여성, 대학생, 청년) 82명
• 조사목적

가 10,000 타카 미만, 10명(17%) 가 20,000 타카 미만으로 약 89%의 해당자가
$300/월(*방글라데시 비장애인 평균소득/사회초년생 기준) 미만으로 생활하는 대상자
로 나타남.

• 주요이동수단

-장애인들의 정보화 현황 및 인식조사
-장애인들의 ICT교육관련 욕구조사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환경에서 주요이동수단을 질문한 결과, 38명(49%)

-장애인들의 취업·창업 욕구조사

가 일반버스로 답했고, 28명(36%) 릭샤(인력거)를 답하여 일반적으로 버스와 릭샤(인
력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동이 가능

□ 조사 대상자 일반사항

한 경증지체장애 혹은 기타(시각,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됨.

• 인구학적 분포
구분

남성

빈도

47

비율(%)

75%

구분
기혼

미혼
여성

16

25%

이혼

빈도

비율(%)

21

빈도

비율(%)

학력없음

0

0%

초등학교(5학년)

5

10%

중학교(SSC Pass)

9

19%

고등학교(HSC Pass)

19

40%

필요성 및 중요성은 평균 4.9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두 항목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

대학교(University)

15

31%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College)

20

42%

34%

41

66%

0

0%

• 장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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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교육환경 및 욕구 조사

구분

구분

빈도

비율(%)

• ICT 환경 인식
응답자(컴퓨터 보유 40%, 미보유 60% / 응답자의 82%,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를 대상으
로 ICT의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리커트 척도화 하였을 때, 정보기술의

정보기술 필요성

정보기술 중요성

IT기계 인식정도

4.95

4.95

4.14

• ICT 활용능력

구분

빈도

비율(%)

지체

32

49%

지적

0

0%

시각

20

31%

청각 및 언어

8

12%

핑, 23명(16%)가 컴퓨터 게임이 가능 순으로 응답하여, 약 78%의 해당자가 기본적

정신

0

0%

인 컴퓨터 사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됨.

중복

1

2%

기타

4

6%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컴퓨터 사용 장소를 묻는 질문에
출생전

23

37%

는 집(20%), 직장(21%), 복지시설(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능한
컴퓨터 작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45명(31%) 가 문서작업, 44명(31%) 가 인터넷 서

출생후

40

63%

구분

빈도

비율(%)

문서작업(Ex. MS Office 등)

45

31%

인터넷(Ex. 정보검색 등)

4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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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현황

컴퓨터 게임(Ex. 오프라인 게임)

23

16%

멀티미디어 프로그램(Ex. 영상제작 및 편집 등)

7

5%

조사 대상자 중 직업교육을 이수한 일부(38%)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시 어려웠던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Ex.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등)

11

8%

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들의 29%가 교육장소의 접근성을 가장 큰 문제로

운영시스템(OS)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Ex. 리눅스, 매킨토시 등)

9

6%

손꼽음

기타

5

3%

• 용도별 컴퓨터 이용 정도
위 항목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리커트 척도화 하였을 때,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의 점수가 가장 높아,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대변함
업무

가사 및 개인용무

교육 및 학습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

여가생활

인터넷 각종처리

3.67

3.09

3.79

4.02

3.06

2.19

• ICT교육 욕구

구분

빈도

비율(%)

교육시간이 짧다.

15

22%

교육장소에 가기 힘들다.

20

29%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교사가 장애이해도가 없었다.

15

22%

교육내용이 어려웠다.

1

1%

교실환경의 장애접근성이 없었다.

13

19%

기타

4

6%

조사 대상자 중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62%)에게 그 이유를 질의한 결

대상자들의 ICT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65명(98%) 가 교육의 참여

과, 과반에 해당하는 다수가 29명(47%) 가 교육장소 부재를 손꼽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교육 커리큘럼을 묻는 질문에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41명(19%), 문서작업 40명(19%), 인터넷 37명(17%), 인터넷, OS 및 유틸

구분

빈도

비율(%)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11

16%

교육비가 비싸서

21

31%

근처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29

47%

필요성을 못 느껴서

1

1%

기타

5

7%

리티 37명(17%) 등으로 고르게 분포됨.

• ICT교육 장소
교육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43명(55%) 가 직업훈련센터로 답해,
대상자의‘장애인 IT 교육’전문 취업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교육 욕구
□ 장애인 취·창업 환경 및 욕구조사

응답자들의 63%는 직업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희망자를

• 취·창업 인식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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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교육장소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집’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이 없는 영향을 질의한 결과를 리커트 척도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교육과 관련 물리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대변함.

하였을 때, 대상자들은 이동수단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음.

또한, 직업교육 이후 필요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수 48명(62%) 가 창업연계

장애유형

장애인 구인 적음

장애인 교육장소

사회적 인식(부정)

이동수단 부재

3.64

2.98

3.45

3.50

3.67

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어 13명(17%) 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연계,
교통비 지원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또한, 직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인생에서 직업의 중요도를 5점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13

17%

만점에 4.84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구직시도 횟수는 5점 만점에 2.71에 그쳐 절반

우수 수료자 취업 연계 기회

4

5%

정도만 구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수 수료자 창업 연계 기회

4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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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통비 등) 지원

3

4%

기타

9

12%

□ 기타 의견

•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글라데시 내 장애인을 위해 본 프
로젝트가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냄. 특

• 취·창업 기대소득

히, 직업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영어, 사회적 기술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욕

응답자들 대상으로 취·창업을 가정했을 때 그 기대소득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구를 표출함. 또한 대다수의 대상자가 교육의 결과는 빈곤 탈출을 목표로 삼고 있

84% 가 넘는 해당자가 비장애인 평균소득인 20,000타카($300) 이상을 기대하는

었음.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빈곤탈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남.
구분

빈도

비율(%)

~ 5,000 타카 미만

1

2%

5,000~10,000 타카

2

3%

10,000~20,000 타카

7

12%

20,000~30,000 타카

18

31%

30,000~40,000 타카

17

29%

40,000 타카 이상

14

24%

• 일상 욕구

라. 장애정책 및 정부 의지
□ 방글라데시 일반 장애인구 현황

• 2014년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는 166,280,712명으로 세계 8위
를 차지하며, 인구 증가율은 1.37로 나타남. 인구 밀도를 분석하면 1 평방킬로미터
당 1,203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함.

• 명확한 장애 통계지표는 없으나,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 평균
15%가 장애출연율로 도출될 수 있으며, UN-ESCAP의 발간자료 ‘Disability at a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43명(20%) ‘취업의 어려움’, 40명
(19%) ‘이동의 어려움’, 37명(17%) ‘고의료비 부담’ 35명(16%) ‘열악한 교육 접근

성’, 36명(16명) ‘사회적 차별’순이였으며, 희망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56명(25%)

Glance 2012’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 출연율은 최소 9%로 집계됨.

•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장애인은 최소 150만에서 최대 240만으로 도출됨
* 개발도상국의 특성 상 통계정책 부재, 이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 미실시로 인한 정확한 데이터 도출 불가

교육훈련, 51명(21%) 직업 훈련 및 직업 제공, 38명(15%) 경제적 도움, 29명(11%)
주거지원, 16명(6%) 치료(의료지원)순으로 나타남. 이는 응답자의 과반이 단순한 긴

※ WHO 세계 장애보고서에 따른 인구통계조사와 실제 장애인구의 격차

• 장애는 기능상의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한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까

급지원보다는 자립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도출됨

지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장애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어디를 구분하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56

25%

는 경계로 삼을 것인가와 환경 영향요인이 고려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장애

경제적 도움

38

15%

출현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임.

치료(의료지원)

29

9%

교통수단 개선(특수 차량 기타 등등)

35

11%

직업 훈련 및 직업 제공

51

21%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

33

13%

문화 여가생활

16

6%

• 센서스를 통해 고용률, 결혼여부 등 중요한 사회 경제적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기타

0

0%

참여에 대해서 센서스는 단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실시

•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2006년 실시한 장애조사에 따르면 센서스에서 인구대비
9.3%로 조사되었던 장애인구가, 국가장애조사에서는 18.5%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장애의 개념적 경계와 장애에 포함되는 영역의 차이 때문으로 조사됨.

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 기간 동안의 경향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으
므로, 센서스에 덧붙여 폭넓은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장애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없
236

237

다면, 센서스에 나타난 장애출현율은 실제 장애인구와는 큰 폭의 차이가 있음.

• 취업자 중 장애유형 분포
-전
 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분포를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인이 47%, 시각

□ 방글라데시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이 22%, 청각장애인이 17%, 지적장애인이 7% 기타 장애인의 비중이 7%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7년 9월 5일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하고, 2007년 11월

를 차지함.

30일 비준함

•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 27조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또한 인식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으며, 동 협약을 기본으로 2013년 장애인 권리 및 사회보호법을 시행하였으

□ 방글라데시 ICT교육 현황

• 방글라데시 내 비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ICT교육은 아래와 같음

며 본 법에는 아래와 같은 시행 법규가 포함되었으나, 실행 규칙은 부존재함

훈련명

-적
 절한 준거 기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회취약계층(장애인)
을 의무고용하도록 장려하며, 국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와 합당한 정책적 혜
택을 허용 할 수 있음
- 창업을 할 경우, 전기·가스·물 등의 공공 요금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
며, 대출 서비스의 우대를 제공할 수 있음
* 동 조항과 관련 규칙 제정 시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은 취업 및 창업 환경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공
 공영역에서 장애인의무고용율과 관련 해당 연령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모든 정부 및 관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여야 함.

Basic Computer Training

Bangladesh Computer Council (BCC) / 정부

Basic Computer Training

Rainbow Computer Training Institute / NGO

Journalism Training

Up-Date Training Center / NGO

Basic Computer Training

Hea Communication Training Center / NGO

Basic Computer Training

Kazi Computer Training Center / NGO

Graphic Design

Creative IT Ltd. / 기업

Garments Machine Operating

Protibandi Pronobashon o Manobadikar

Training

Songstha (PPMS) / NGO

Mobile Servicing Training

□ 방글라데시 장애인 유형 및 취업분포

• 장애유형
-사
 회부 소속 장애인 정책과의 데이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장애유형은 총 12가
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해당 유형의 세부 통계 데이터는 없음
번호

분류

번호

분류

1

자폐증

7

청각장애

2

지체장애

8

복합장애(청각, 시각)

3

정신장애

9

뇌성마비

4

시각장애

10

다운증후군

5

언어장애

11

중복장애

6

지적장애

12

기타장애

Dress Making Training

Khairbaria Fabrics / 기업

Basic Computer Training

Nidasha Computer Training centre / NGO

Basic Computer Application

NSS Computer Training Centre / NGO

Dress Making Training

Bashori Butick House / NGO

Animal/Bird rearing

DYD Training centre / NGO

Basic Computer Application

Multimedia Computer Training Centre / 기업

Basic Computer Application

Ideal Computer Training Centre / 기업

Training

비장애인
*장애인 접근성

기업
Jumu Tailoring Centre / NGO

Advanced Dress Making

대상

Arif Telecom centre,Kishan Bazar, Dinajpur /

Dressmaking Training

Basic Computer Application

238

시행 기관 / 소속

장애인 대상

Bashori Butick House / 기업
CDC Training Centre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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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 Job computer Training

CSID Training Centre / NGO

장애인 대상

Basic / Job computer Training

BPKS Training Centre / NGO

장애인 대상

※ 조사 기관 중 3개소는 장애인 대상, 기초 ICT교육을 실시, 정부 산하 BCC는 비장애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접근성을 확보함

대체가 존재함. 이 중 NFOWD는 총 63개 지역(District), 390개의 군소단체가 활동
중이나 이들 모두 NGO Bureau에 정식등록이 되어있진 않음. 도인 다카지역은 총
16개 지역(District), 162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중임.
□ 주요 정부기관 방문 및 논의 내용

• 사회부 미팅
* 09. 27, 11:00 사회부 사회서비스 국장(Abu Muhammad Yusuf)

□ 방글라데시 장애인사회서비스
구분

정부부처

-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진행
: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특화된 장애인 사회서비스가 없지만, 본 해당 부처는 특수

제공서비스

교육을 포함하여 정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국가 차원에서 정

청년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훈련(BCC 시행)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아동개발부

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으로, CSID 회장인 Khandaker Jahurul

- 신용 프로그램
-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Alam이 활동중임.

- 민간파트너십 프로그램

- 프로젝트 시행에 우호적 관심

농촌자립지원프로그램

2.

지역개발부

- 협력단체, 비공식 그룹의 자립 제안을 평가, 평가에 따라 중장기 교육, 신용지
원, 기술 제공 등 실시
*취약 계층의 자립 및 지속가능한 수익창출활동 기대

3.

정보통신부 산하

BCC는 단순 교육에서 넘어서, 국가 전반 계획(Digital Bangladesh)에 따른

BangladeshComputer

인프라 개발, 컴퓨터 활용능력 개발, 표준 컴퓨터 사양에 따른 기준 설정, 연구

Council (BCC)

: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높고 호의적이며, 향후 본 프로젝트 수행 시 정책 세미나
등 협력을 진행하기로 함.

• 정보부 미팅
* 09. 27, 14:00 정보부 산하 BCC(Bangladesh Computer Coucil) ICT 국장(Monammand Enamul
Kabir) KOICA지원,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총괄 담당

소 지원, IT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타 부처의 업무 지원
*현재 KOICA와 함께 전자정부 프로젝트 구상중임

-디
 지털 방글라데시 정책 시행으로 BCC에 예산이 몰리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는 타장소를 추천하나, ‘Digital Bangladesh’정책 및 국제적 니즈와 맞물려 방글

장애영역에 특화되지 않고 사회취약계층(고아, 부랑자, 저소득 계층, 한무보가
정 등)에 두루 사회서비스 제공

4.

사회복지부

* 질병 진단 지원
* 긴급 구호 지원(폭력, 장애, 질병, 전쟁 등)

마. 사업 Risk 파악, 협력가능성 타진

* 장애 수당 지원

5.

사회복지부
산하 (ERCP)

라데시 내 본사업 시행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림

고용 및 재활을 위한 센터 (ERCP)건립 및 사회서비스 지원

□ 방글라데시 NGO등록 요건

• SMC 방글라데시 미팅

* 대부분의 서비스는 국제개발NGO에 의해 지원되며, 정부의 지원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9. 28 / 김종란 지부장

- 지역사회 아동 대상 학교 운영, INGO 등록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방글라데시 내 장애관련 NGO

• 장애 관련 활동을 하는 NGO들은 NFOWD(National

- INGO 직접 등록 진행(현지 직원 활용), 최단기간 6개월 내 INGO 승인
Forum of Organizations

- 협력적 관계 구축, 향후 실무 노하우 전수

Working with Disabled)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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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여건 파악

• KOICA
* 9. 25 / 조현규 소장, 이기순 부소장

- 베트남 내 민협사업, KOICA 자체사업 파악(장애 포커스 사업 없음)
- 운영 애로사항 논의(치안, 체제비, 특이사항), 사업 구상 공유 및 협력 요청

• 강규택 하트하트재단 지부장

• 일부 NGO 및 기업들이 IT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확보되
지 않아 실질적으로 교육혜택이 없음.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지역의 몇몇 NGO(CSID, BPKS) 들이 중심이 되어, IT 기본 교
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원 등의 한계가 있으며, 지원 확대가 절실함

• 특히, 협력기관 중 CSID는 2012년부터 NGO 산하 IT 센터를 오픈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기초교육 및 취업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 NGO 활동 노하우, 방글라데시 일반 사항 파악, 현지 기관 현장 평가

로 2014년 일반기업‘My outsorcing’과 MOU(양해각서)를 체결, 전담교육 수료 후

- 협력관계 구축으로 향후 PM 파견 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 가능

취업지원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협력기관 BPKS의 경우 장애 대학생들의 Network를 구성, 기초 IT 교육에서
□ 사회적기업 운영 노하우

• FOB(사회적기업)
* 9. 28 / 조상희 대표, 청각장애인 등

동기부여, 리더십 프로그램, 자원봉사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대상자들의 욕구에도 불구, 장애인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인식 저변과
실질적 활동은 결실이 미약한 실정임이 드러남.

-방
 글라데시 30년 NGO 활동, 현재 미국 NGO, FOB 100여명 규모 지역학교 운
영중, 사회적 기업 모델 적용 가능성 타진
- 인근 과부, 장애아동 모친 대상 수예 교육, 물품 제작, 해외 판매 진행

□ 현지 NGO 협력·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영향력 확대

• 재활협회는 방글라데시 내 NGO 역랑 및 역량에 주목, 현지조사 기간 협력회의를
기획해, NGO 관계자들의 아이디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에 대

□ 종합

한 자문의견을 청취함

- NGO 워커들의 수준은 뛰어난 편이며, 능력있는 현지인의 구인은 어렵지 않음, 열악

* 09. 28. 18:00, PDF, CSID 협력미팅

한 치안, 환경 등의 연유로 현지 PM 파견이 쉽지 않으며 체제비의 추가 편성이 요청
됨. NGO Bureau의 영향력이 뛰어나, 보고 및 감시 사항이 많음. 다만, 사업의 니즈
가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태도는 매우 협조적
-현
 지 부쉬쉬(뇌물, 팁)의 관행은 NGO사업에도 현존하며, 부쉬쉬 지급없이 업무 처리

* 09. 28 21:00 자문의견 청취 Mollal Habib

• 또한 현지조사 기관 이후, 방글라데시 내 협력기관 자체 협조회의를 진행
* 10. 05 14:00, CSID, PDF 협력회의

- 본 프로젝트 내 역할 논의, 1차 프로젝트 센터 후보지 타당선 논의 등

가 전혀 되지 않음. 예산 편성 시 필수 고려사항이나, 내부 기준 요함
□ 조사 기간 및 팀 구성

• 기존의 현지조사 기간은 2016. 09. 21 ~ 2016. 09. 28(8일)로 계획되었으나, 방글라

04 변화의 영역 --------------------------------------------------------------□ 정부 정책 및 지원 부재, NGO재원으로 지원되는 방글라데시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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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 테러(7월 1일, 외국인을 겨냥한 IS테러 발생)로 인한 여행제한구역 지정으로 본 조
사는 계획대비 2일 지연된 2016. 09. 23부터 8일간 진행됨.

• 조사팀은 당초 재활협회 관계자 4인(이일영 부회장, 조성민 대외전략국장, 조영인 담당,

• 정부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방글라데시는 현재 ‘Digital Bangladesh’라는 슬로건 하

허정혁 부담당)외 외부 기업관계자 1인(SBCK 김석찬 팀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실 조

에 IT관련 지원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에 포커스 맞춘 교육은 전

사는 기업 협력 논의보다는 본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둬, 외부 관계자를 제

무한 실정임.

외 4인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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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중 이일영 부회장의 급작스러운 모친상(2016. 09. 25)으로 인해 조사팀원
2인(이일영, 조성민)이 조기 귀국함.

- 교육프로그램 개발
- ICT교육반(전문기술반), 2반, 40명

ICT 교육

- 취업교양교육, 2반, 40명
* 년1회, 3~4개월

가. 주목 분야
* 방글라데시 지역 장애 청년과 장애여성의 IT교육 환경구축 및 취업특화 IT교육 실시

-기업간담회 (년 2회)

• 사업목적 : 보다 많은 장애인의 취업기술 및 ICT활용능력 증진을 통해 사회참여를

취업지원

-취업상담 지원(년중)
-자립지원비 제공(취업성공 장애인 대상)

향상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확대함
홍보

• [프로그램안]
◎◎방글라데시 다카 장애인 고용격차해소 지원사업

-언론보도(3회), 개소식(1회), 정책세미나 1회

모니터링

-현지모니터링(년4회), 평가회의(2회)

평가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격차해소 교육환경을 1개소를 개보수한다.
②8
 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급 ICT교육프로그램(총2개반 운영)과 취·창업교육 및 동기부여프로그

1차년
성과
목표

램을 제공함으로써 ICT활용 능력 및 구직자의 기본 소양을 향상시킨다.
③취
 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및 알선, 장애인기업간담회, 구직박람회 참여, 자립지원비 제공 등)을 지원
함으로써 대상자의 취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④ 홍보활동(언론홍보, 개소식 진행)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현지화 및 현지역량을 강화한다.

세부
프로그램명

날짜

2차

2017년

사전조사

상반기

• [사업대상분석]
사업 대상
(Target
Group)

IT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주요내용

조사단 파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인, 기업관계자 및 전문가 1인)
· 사업 타당성 검토

관심, 동기 및 태도
(Interests, Motives,
Attitudes)

자부담

장애청년 및 장

IT활용을 통해 다양한

애여성

기회 획득과 취업 희망

특성
(Characteristics)

잠재성
(Potentials)

결론
(Conclusion)

접근성한계

현지 장애인

장애인 접근가능한

(이동, 교육 등)

단체 등록

IT교육환경

빈곤

장애인 취업 및
소득향상

· 현지 업무 배치, 사무소 협의
· MOU 체결

우호적

낮은 취업률/교육률

내용

IT를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확보

- ICT교육환경구축 총 2개소
· 모델: 디카대학교, 국립ICT센터, 국립 장애인직업교육센터
· 내용: 개보수 및 IT기기와 교육기자재지원
ICT

사업

환경구축

선정 시

* 개보수: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 등
* IT기기(2개소): PC 22대(학생 20대, 강사 1대, DPO 1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대), 장애인 정보통신기기(지체장애인용 킹 키보드 등),
S/W 제공 등
- 교사 장애인인식교육 (년1회)

□ 현지 수요확인

• 현지조사결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장애인에 특화된 직업 교육 정책 및 서비스
가 없으나, 취약계층의 사회격차 및 정보격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격차
해소를 위한 IT 보급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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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방글라데시 내 NGO활동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정부 산하 BCC

□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분석

IT 국장의 경우 장애청소년국제IT경진대회(GITC, Glbobal IT Challenge)에 매년 참

• 방글라데시는 사회 전반, 필수적인 영역(긴급구호, 사회서비스, 교육) 중 많은 부분이

여하는 등 취약계층 사회참여를 위한 IT분야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

NGO지원으로 이루어져 이와 관련, NGO영역이 특히 발달해 있어 그들의 전문적

며, 사회부 국장의 경우 한국의 장애정책 및 적용사례에 강한 관심을 표명, 향후 정

노하우가 존재하나, 그만큼 운영상의 부패가 만연함.

책세미나 진행 시 지속적 협력의지를 나타냄.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 176개국 중 136위(2013) → 175개국 중 145위(2014)

• 특히, 다카대학교를 필두로 다카 시내 유수 공·사립 대학교 7개소는 NGO와 협력,

• 사업 진행 시 법적 승인 과정에서 관행상의 뇌물‘부쉬쉬’미지급 시 진행이 무기한

현재 재학중인 장애인을 대상 동기부여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 대학

연장되거나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 특히, 국가 전반적

생을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IT교육실 및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으로 물가가 평준화되어있지 않으므로, 협력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의 상시 모니터

나, 자원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함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음.

링이 필요하며, 기자재 보급 및 이양 시 정부와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방글라데시의 산업은 현재 아웃소싱 회사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콜센

• 최근 방글라데시 내 IS테러(2016. 07. 10.)로 인해 사회저변 불안의식이 확산됨. 안전

터, 데이터 입력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관계자(My

상황의 추이에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현지 PM 파견이 불가

outsorcing) 미팅을 통해 확인됨.

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음.

• 장애인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방글라데시 장애인들은 단순 사회참여를 위한 IT

* 현지 PM 구인 및 파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및 타당한 체제비 편성 등이 필요함.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취업특화 교육 및 영어 전문교육 등을 바탕으로 ‘소득확
보‘를 통해‘자립’하고 싶은 욕구를 강력히 드러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프로젝트 요약

□ 핵심이해관계자의 활동 및 상황

• (CSID) 장애관련 분야에서 방글라데시 내 핵심 단체로 사회부 및 NGO Bureau 정
식 등록 및 사회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유일한 단체(장애분야)로 정부와의 협력 관
계가 공고하며, 장애 IT와 아동 분야에 집중하여 년 800,000USD 규모의 협력 사업

목표(Goal)
장애인 취·창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킨다.

지표

지표 증명수단

- 월소득 향상율
*구직성공 훈련생

가정

-교육수료대상자의 취·
-급여명세서

100%

창업률이 평균 취업률이
상이여야 함

을 진행중임. 특히 지난 7년간 IT관련 교육을 진행, 현재 아웃소싱 회사들과의 네트
워크 및 장애인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
가 특정화되어있지 않고, IT 교육센터의 접근성 및 환경이 열악한 한계점이 있음.

• (PDF) 정부 산하 정식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뛰어난 리더십과 비전으로 미국대
사관, USAID, BRAC, CRP 등 유수의 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보유, 미국대사관

목적

- 사회참여율

(Purpose/Outcome)

- 구직 시도율

IT정보격차 교육 제공을 통한 장
애인 취·창업의 기회를 확대한다.

*중급, 직업기술 훈련
생 50%

-설문조사
-구직상담 및 시도일지
- 재직증명서

-장애,접근성 문제로 인한
교육 전과정 참여 여부
-장애인대상 구인정보가
있어야 함

내 장애청년 교육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교육에 특화된 ‘장애인 대
학생’ 동아리 네트워크 300명 보유, 이를 지원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2,000명 보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대상자 모집 및 운영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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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약

산출물(Outputs)

지표
1.1.ICT교실갯수

지표 증명수단

가정

1.1.환경구축모니터링

1. 장애인 접근가능한 정보격차

1.2 장애접근성향상도

보고서

해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

1.3. 만족도(3.2점/4점)

1.2.체크리스트/사진

작업환경을 구축한다.

1.4.작업장갯수

1.3.설문조사

프로젝트 요약

지표

활동(Activities)

투입물(Inputs)

1.1. 교육·작업장구축

1.1.1. 공사

지표 증명수단

가정

(인터넷, 전력공사, 장애화장실, 경사로, 손
잡이 등)
1.1.2. 교육장 기자재보급

1.4.환경구축모니터링

(책상, 의자, 에어컨, 화이트보드, PC, 키보

보고서/사진

드, 마우스, 정보통신보조기기, 소프트웨어)
1.1.3. ICT보호작업장 기자재 지원
(책상, 의자, 에어컨, 화이트보드, PC, 키보

2. 장애인에게 취·창업에 특화된

2.1.출석율

2.1.출석부

IT교육을 제공한다.

2.2.수료생수

2.2.수료대장

단기, 인쇄기 등)

2.3.만족도(3.2점/4점)

2.3.설문조사

1.2.4. 자립지원비 제공

2.4. IT활용 향상도

2.4. 사전/사후 테스트

2.5.자격증 취득률

2.5. 자격증사본

드, 마우스, 프린트, 소프트웨어, 제본기, 제

상자 선발 및 효율적 출
석 관리
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취업기

3.1 취업상담율

3.1. 상담일지

회를 제공한다.

3.2 구직성공율

3.2. 재직증명서

3.3. 구직장애인만족도

3.3. 설문조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6개월)

- 장애인 취창업 적합 대
2.2. 장애인교육제공

2.2.2. ICT교육(중급) (년1회, 주3회, 3~6개월)
2.2.3. 취·창업교육(직업기술) (년1회, 주3회, 3~6

- 지원센터와 협력단체간

개월)

원활한 파트너십

2.2.4. 취·창업교육(사회기술) (년1회, 주3회, 3~6

(2.4점/4점)
3.4. 장애채용기업만족

2.2.1. ICT교육(기초) (년1회, 주3회, 3~6개월)

개월)

3.4. 설문조사

2.2.5. 동기부여프로그램

도(2.4점/4점)

-장애접근성 공사의 경험
이 있는 건설업체가 있
어야 함.

*특강, 교육 멘토 등
2.2.6. 교재지원
2.2.7. 교통비지원

4. 홍보 및 매뉴얼제작, 정책세미

4.1. 홍보횟수

4.1. 홍보리스트

나 진행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향

4.2. 개소식횟수

4.2. 개소식결과보고서

상시킨다.

4.3. 매뉴얼제작수

4.3. 매뉴얼수

4.4. 정책세미나 진행수

4.4 정책세미나 결과보

3.1.2. 장애인 채용 기업 간담회 (년 2~3회)

4.5. 사회적인식 향상도

고서

3.1.3. 박람회 참여 (년 1회)

-장애인과 기업관계자들
이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3.1. 취업지원프로그램

4.5 사전/사후 설문조사

3.1.1. 취업상담&취업알선
*중급, 직업기술 훈련생 50%

*중급, 직업기술 훈련생 50%
3.1.4. 자립지원
*구직성공 장애인 대상, 6개월 자립지원비
(접근성 확보) 제공
4.1. 사회인식확대

4.1.1. 언론홍보(뉴스/신문)
4.1.2. 개소식 3회
4.1.3. 교육매뉴얼 제작 및 보급 1회
4.1.4. 정책세미나 3회(년 1회)

5. 모니터링 및 평가

5.1.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실시 (년4회)
5.2. 평가회의 (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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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2개소 구축(개보수)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특화프로그램(교사장애인식향상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의 불평등해소와 사회적 참여의 핵심적 수단, ICT

- 대상자 80명 선발 완료, 현재 출석율 80%, 수업 진행률 100%(10.31 기준)

• 국제장애정책에서도 장애이슈 해결을 위한 중요 아젠다로 접근

- 정부관계자 미팅(고용노동부) 진행

-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사소통접근성)
- 2012년 RI0+20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보접근 등에 장애관점 강조
- 제3차 아태장애인10년(‘13~’22): 인천전략목표 3(물리적,ICT 접근성 해결)
- 2014년. UN차원의 사회통합과 지소가능사회를 ICT 접근성의 중요성 선포

05 자료 출처-------------------------------------------------------------------

* 201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22주년 주제선포

<참고문헌>

: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mise of Technology

국제개발협력 입문편: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2014), KOICA ODA교육원

• 국제개발수단으로서의 한국의 강점, ICT

국제개발협력 심화편: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2014), KOICA ODA교육원

- 국제개발 크로스 컷팅 이슈로서의 ‘장애와 ICT’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방안: 방글라데시(2015)

- 특히, 한국은 ICT발전지수 1위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인정받는 만큼, 개발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고방안(2013)

상국의정보화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음.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 최초 ICT분야 장애인포괄적 국제개발사업 경험

• 재활협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PC무료보급, 방문교육, 교육장개설을 통한 ICT

KIEP, KOTRA

교육과 IT경진대회 등을 통해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공헌해옴

방글라데시 개발협력편람(2015), KOICA 방글라데시 사무소

-2
 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국의 경험을 아태지역에 전수하기 위해 매년 개도

한국수출입은행 (2014), 세계국가편람

국을 순회하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를 개최해옴

• 특히, 2011년 개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ICT분야 장애포괄적국제개발사업 착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4),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id Effectiveness Unit (2013), Bangladesh Joint Cooperation Strategy 2010-2015

- 2013년 베트남 현지조사 및 협력기관발굴

BTI (2014), Bangladesh Country Report

- 2014년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코이카와 2017년까지 사업약정 체결

General Economics Division (GED) (2014), MDG Bangladesh Country Report 2013

-4
 개년 사업내용

ILO (2013), Bangladesh Country Report:Trade and Employment

총 8개 ICT센터구축: 특수학교 1곳, 노동부산하센터 7곳에 설치
* 향후 출구전략을 고려, 기존 인프라를 활용 편의시설 및 각종 기자재 셋팅

• 교육반 운영: 1,300명 장애인 대상으로 ICT교육반, 자겨증취득반, 취업반운영
• 창업지원: 근로작업장 및 청년 사회적기업 3곳 개설
• 정책 및 사회적인식 향상을 위한 간담회 진행
• 2016년, ICT분야 장애포괄국제개발사업 ‘인도네시아 장애인 ICT교육 및 취업지
원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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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이정미, 최원석 (2013), 방글라데시의 주요산업 – 교통인프라, 통신,

IMF (2014), Staff Report – Bangladesh. Country Report No. 14/149
IMF (2013), Bangladesh: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Country Report No.
13/63
USAID(2014), Inclusive Growth Diagnostic
WHO (2014),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a glance – Bangladesh
World Bank (2010), Bangladesh 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11-2014
World Bank (2012), Bangladesh Economic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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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15), Bangladesh Development Update

<웹사이트>
KOTRA 국가정보 www.kotra.go.kr
OECD Country Report System, 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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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01

02

03

04

05

06

01 NADPO(협력기관 타당성조사)
02 BPKS(협력기관 타당성조사)
03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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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설문조사
05 NADPO 방문
06 가정방문

07
08
09
10

BPKS 장애청년 설문조사
FGI 실시
BPKS 협력기관 타당성조사
KOICA 미팅

11-12 설문조사(장애 여성, 취업준비생)
13 BCC 컴퓨터 센터
14 BCC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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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15 My Outsorcing 장애인(청각, 시각) 고용기업
16 FOB(사회적기업) 미팅
17 정보통신부 산하 BCC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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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부 사회서비스 국장 미팅
19 다카대학교 컴퓨터 연구실장 미팅
20 다카대학교 컴퓨터 연구실

21

22

23

24

21
22
23
24

My Outsorcing 장애인(청각, 시각) 고용기업 운영자 미팅
CSID 협력기관 타당성 평가
설문조사 및 FGI 참가자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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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향후 계획

PART

chapter 03

[교육]

□

한국한센총연합회

2017년 사업 진행 절차
- 2월 : 2차 현지조사
*현지 제안서 타당성 검토, KOICA 사업 논의, 1차 MOU 수립
-3
 월 : 사업 지원 예산·규모 결정, 2017년 하반기 계획 수립
현지 제안서 보완 및 KOICA 1차 계획 작성
- 4월 : NGO Bureau 하반기 지원 협력 서신 등록 진행
-6
 월 : KOICA 제안서 제출
현지 사업 지원, 현지직원파견, INGO 등록(최소 6개월~최대 5년) 작업 착수

□

사업 방향(취업지원 활동 확장)

: 기존 인도의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되었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콜센
터, 데이터 입력)이 방글라데시에 급 전파되고 있어, 계획 수립 시 교육 및 취업지원 활

동으로 포커스 맞춰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PDF-대학인적자원 + CSID-교육시스템‘ 의 시너지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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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Philippines Tala Caloocan City
257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필리핀 Caloocan City Tala지역 한센인 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위한 현지기초조사
조사목적은 Tala Calooca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으로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정착촌이고 대부분의 한센인은 편견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로 입학조차 힘든 상황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
작성자

한국한센총연합회

어 한국한센총연합회에서는 Tala Calooca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의 한센인 자

장병호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초등교육 (PRIMARE EDUCATION)

조사 목적

필리핀 Caloocan City Tala지역 한센인 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위한 현지기초조사

국 가
대상 국가 및 지역

Philippines

코드번호

지 역

녀들의 장학금지원 등을 추가 하였고 학교건립을 위해 현지 NGO 단체와 MOU을 추진
하고 한센인 정착촌이 주변 Tala지역 부지를 매입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이와관련, Caloocan City의 Tala지역의 한센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를 토대로 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조
사를 추진

11220

Tala Caloocan City

* 지역: Tala Calooca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수도 마닐라 지역에서 약 1시 30분소요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10월 4일 ~ 10월 10일 (총 7 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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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국
내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필리핀 국가 전반적인 사항

문헌조사

16일

2

갈라오칸 지역조사

문헌조사 및 인터뷰

20일

3

교육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뷰

2일

4

한센인과 한센인자녀

설문지 및 포커스 인터뷰, 참여관찰

2일

5

지역기관 내 타기관 현황

인터뷰 및 방문

2일

6

이해관계자 (지역, 학교, 아동등)

인터뷰

3일

7

범 분야 이슈(아동)

인터뷰

1일

03 조사 결과 분석 -----------------------------------------------------------

활동 내역 약술

2016.8.17.~2016.8.31

필리핀 국가 전반 사항 조사

2016.9.1.~2016.9.18..

Caloocan 지역조사

2016.9.19.~2016.10.3

사전조사 방법 연구 및 준비

1) Caloocan 지역조사 인터뷰
- 인터뷰 참여자 : 부시장, 관련직원 4명
- 인터뷰 질문지 :

10..4 Caloocan 시청 방문(부시장 및 관련직원 인터뷰)
10.5 한성선한사마리안 주식회사 방문
10.6 Caloocan 교육청 방문
10.7 Tala Elementary School 방문 관계자(교감,교사,행정실직원) 인터뷰

현
지

조사 항목

2016.10.4.~2016.10.9

Camarin Elementary Schoool 방문 교장인터뷰
소록유니재단 장재중회장 인터뷰
10.8 Tala지역 한센인과 한센인자녀 설문지(각100case)
10.9 Tala 지역 한센인 포커스 인터뷰(8명)
Tala 지역 이해관계자 인터뷰(10명)
Tala 지역 한센인 가정방분

• caloocan city에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인구밀도,도시별,연령별,성비)
• caloocan city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며 공용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종교현황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종족 수와 비율,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직업군과 직업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소득원과 월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보건시설과 보건인력, 한센인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
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의 교통수단과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인터뷰 내용

• 남녀의 성비는 1:1
• 언어는 대부분 타갈로그어를 사용, 깔라오칸시의 대부분의 학력자(학교를 다닌자)
능 영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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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60%가 가톨릭을 믿고 40%가 토속신앙, 이슬람, 기독교를 믿음
• 칼라오칸의 문제점은 교육시설부족, 교통수단미흡, 건강 및 위생상태 불량, 주민센터 부족
• 칼라오칸시의 40%의 주민이 직업이 없는 상태
• 년 소득은 5.5 B php
• 3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한센전문병원이 있다. 200여명이 입원
• 지프니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기차역이 있어 메트로 마닐라와 지방도시간의 연결 통로

• 깔오칸시 입학률 졸업률

2) 교육관련
① Caloocan 지역 교육청 인터뷰
- 인터뷰 참여자 : 부시장, 관련직원 4명
- 인터뷰 질문지 :

• 필리핀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입학률과 졸업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학교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학교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학교복지는 무상교육을 제공
• 학교설립절차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서류작성과 필요서류를 제출

- 인터뷰 내용

• 깔라오칸시의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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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에 대한 편견은 없고 한센인 자녀에 대한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
이유는 일반가정의 학생이나 한센인자녀 모두 똑같은 학생

• 앞서 말을 한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센인자녀들을
위한 서비스는 없는 상태

• 학교에서는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상교육이 있고 학부모회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음.

• 한센인 자녀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센인 자녀들이 Tala Elementary
School, Camarin Elementary School로 진학을 하고 있음

• 무상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서, 준비물, 교복, 체육복등 부대비용 지원이 필요
② caloocan city Tala Elementary School
- 인터뷰 참여자 : 교감, 교사, 행정실직원

3) 한센인과 한센인 자녀 설문

- 인터뷰 질문지 :

•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 자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한센인 자녀들의 입학률과 졸업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 자녀들의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인터뷰 내용

① 한센인 실태파악설문
- 일반적 특성 분석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분석결과, 여자가 78.00%로 남자 22.00%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이하가 29.0%, 40대 21.0%, 60대 이상
이 1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Callocan City내의 Tala 지역 정착촌이 90.0%로 기타지역 10.0%보다 높게 나타남.

• 학교는 1·3·5학년과 2·4·6학년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수업 진행
• 학교에서는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상교육으로 양질의 교사지원과 교과서 진행하고
(단위 : %)

있지만 결식아동들을 위해 매점을 운영 수입금으로 급식비를 지원

• 한센인 자녀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센인 자녀들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필요하고 지역 내 대학이 교육대학만 있
어 다양한 종류의 대학이 필요

③ Caloocan city Camarin Elementary School
- 인터뷰 참여자 : 교장
- 인터뷰 질문지 :

•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 자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한센인 자녀들의 입학률과 졸업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센인 자녀들의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위 :명, %)

구분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22

22.0

여자

78

78.0

- 인터뷰 내용

• 유치원과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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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거주지역

30대 이하

29

29.0

40대

21

21.0

50대

32

32.0

60대 이상

18

18.0

Callocan City내의 Tala 지역 정착촌

90

90.0

기타지역

10

10.0

100

100.0

전체

- 일반적 특성별 자녀 교육 욕구 분석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를 부모의 교육 상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교육 욕구가 높은 응답자에 비해
본인의 교육 욕구가 낮은 응답자가 대학교 79.5%, 대학원 이상 12.8%로 더 높게 나타나서, 본인의 교육 욕구
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수별로는 2명에서 88.0%로 가장 높았고, 5명 이상이 66.7%로 낮게 나타나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교육
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욕구
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본인 학력별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본인의 학력 이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항목은 대학교 이상에서 자녀 교육욕구 대학교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본인의 학력이 높
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 분석
(단위 :명, %)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욕구에 대한 응답의 결과, 대학교 이상이 75명(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구분

다음으로 고등학교 14명(14.0%), 초등학교 6명(6.0%), 교육 시키지 않음 5명(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빈도

•대학교 이상이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학
력이 고등학교 이하가 94%로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응답자보다 더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인
교육 욕구

(단위 : %)

자녀 교육 욕구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교육 욕구 낮음

39

2.6

5.1

79.5

12.8

교육 욕구 높음

53

9.4

17.0

73.6

0.0

없음

10

0.0

0.0

60.0

40.0

1명

16

6.3

25.0

68.8

0.0

2명

25

4.0

8.0

88.0

0.0

3명

14

7.1

7.1

85.7

0.0

4명

14

14.3

7.1

71.4

7.1

5명 이상

21

4.8

28.6

66.7

0.0

무학(글자 모름)

12

16.7

25.0

50.0

8.3

무학(글자 읽음)

5

20.0

0.0

80.0

0.0

초등학교

31

9.7

12.9

67.7

9.7

고등학교

46

0.0

15.2

82.6

2.2

대학교 이상

6

0.0

0.0

100.0

0.0

자녀 수

본인 학력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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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6

6.0

고등학교

14

14.0

대학교 이상

75

75.0

교육 시키지 않음

5

5.0

합계

100

100.0

- 한센인 생활 실태 분석
•응답자의 한달 평균 생활비에 대한 응답의 결과, 평균 생활비는 3,546.5₱(한화: 82,952원, USD: 73.10달러)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400₱(한화: 9,356원, USD: 8.25달러), 최대값은 18,000₱(한화:
421,020원, USD: 371.09달러)로 나타남.
•서울거주 4인 가구 기준 한달 생활비인 134.245₱(한화:3,140,000원)에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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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pesos)

구분

금액

평균 생활비

3,546.5 (한화: 82,952원)

최소값

400 (한화: 9,356원)

최대값

18,000 (한화: 421,020원)

서울거주 가구 한달 생활비1

134,245 (한화: 3,140,000원)

Q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위 :%)

•응답자의 생활비 지출 비율에 대한 응답의 결과, 식비가 평균 36.55%(최소 10.00%, 최대 100.00%), 교육비
17.29%(최소 5.00%, 최대 70.00%), 의료비 14.02%(최소 3.00%, 최대 75.00%), 공공이용료 12.68(최소

(단위 :명, %)

5.00%, 최대 65.00%), 주거비12.43%(최소 0.00%, 최대 55.00%), 생활용품비 10.62%(최소 3.00%, 최대
25.00%), 기타 10.01%(최소 2.00%, 최대 34.00%), 저축 8.59%(최소 0.00%, 최대 15.00%)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남.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7세 이하

29

29.0

8~9세

28

28.0

10~11세

26

26.0

17

17.0

구분

빈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12세 이상

식비

100

36.55

10.00

100.00

18.69

평균

9.30

의료비

91

14.02

3.00

75.00

9.30

표준편차

3.21

주거비

77

12.43

0.00

55.00

8.53

합계

교육비

84

17.29

5.00

70.00

10.51

생활용품비

78

10.62

3.00

25.00

5.28

공공이용료

79

12.68

5.00

65.00

8.48

저축

43

8.59

0.00

15.00

3.96

기타

46

10.01

2.00

34.00

5.93

- 성별과 연령
Q

100.0

전체 응답자 의 평균 연령은 만 9.3세로 나타나서 한국 학생으로 약 초등학교 2학년~3학년인 학생들로 나타났으
며, 7세 이하가 29.0%로 가장 높았고, 8~9세 28.0%, 10~11세 26.0%, 12세 이상이 17.0%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남. 상대적으로 11세 이하의 저학년 집단이 83.0%로 12세 이상의 고학년 집단 17.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입학률
Q

② 한센인 자녀 실태조사

100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단위 :%)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위 :명, %)

(단위 : %)

구분

빈도

퍼센트

남자

47

47.0

여자

53

53.0

합계

100

100.0

전체 응답자 중 남자 47명(47.0%), 여자 53명(53.0%)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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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예

66

66.0

아니오

34

34.0

입학률 ①

66.0

한국 입학률 ②

98.5

차이 ① - ②

- 32.5

합계

100

- 졸업률
Q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졸업한 학교가 있나요?
(단위 :%)

100.0

응답자의 입학현황에 대한 응답의 결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66명(66.0%)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
다는 응답 34명(34.0%)보다 높게 나타남.
01

입학률은 66.0%로 한국의 입학률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

98.5%보다 32.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기관이

- 현재 교육과정
Q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느 과정인가요?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 졸업함

64

64.0

졸업한적 없음

36

36.0

졸학률 ①

64.0

한국 초등학교 졸업률 ②

98.9

차이 ① - ②

- 34.9

합계

(단위 :%)

100

100.0

응답자의 졸업현황에 대한 응답의 결과, 현재 학교를 졸업했다는 응답이 64명(64.0%)으로 졸업한적 없다는 응답
36명(36.0%)보다 높게 나타남.
03

졸업률은 64.0%로 한국의 졸업률 98.9%보다 34.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한센인 2세의 교육에 대한 지
속력이 떨어져서 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한센인 2세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지원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욕구
Q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느 학교 수준까지 공부하고 싶나요?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44

66.7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4, 5, 6학년 이상)

22

33.3

합계

66

100.0

(단위 :%)

응답자의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응답의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이 44명(66.7%)으로 초등학교 고학
년 이상(4, 5, 6학년 이상) 22명(33.3%)보다 높게 나타남.

02 졸업률 = (졸업자수/3(6)년전 입학자수)×100, 단위는(%).
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장래추계인구, 2015년 입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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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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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응답자의 교육 실태에 대한 응답의 결과, 일주일에 3~4시간정도 공부한다는 응답이 37명(37.0%)으로 가장 높았

구분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6

6.0

로 나타남.

고등학교

5

5.0

의 안함+ 일주일에 3~4시간) 71.0%보다 낮게 나타나서, 한센인 2세의 학습 실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교

71

71.0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18

18.0

합계

100

100.0

고, 그 다음으로 거의 안함 34명(34.0%), 하루에 1시간 13명(13.0%), 하루에 4시간 이상 16명(16.0%)의 순으
주기적으로 공부를 한다(하루에 1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는 응답이 29.0%로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거
것으로 나타남. 학습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 환경

응답자의 교육욕구에 대한 응답의 결과, 대학교가 71명(7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석

Q

사, 박사 과정)이 18명(18.0%), 초등학교 6명(6.0%), 고등학교 5명(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상대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싶다는 응답이 89.0%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한센인 2세
의 교육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교육 실태
Q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위 :%)

(단위 :명, %)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거의 안함

34

34.0

일주일에 3~4시간

37

37.0

하루에 1시간

13

13.0

하루에 4시간 이상

16

16.0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음 (거의 안함+일주일에 3~4시간)

71

71.0

주기적으로 공부함 (하루에 1시간+ 4시간 이상)

29

29.0

합계

10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빈곤함

15

15.0

빈곤함

34

34.0

보통

48

48.0

풍족함

1

1.0

매우 풍족함

2

2.0

빈곤함(매우 빈곤함+빈곤함)

49

49.0

풍족함(매우 풍족함+풍족함)

3

3.0

평균
합계

2.41
100

100.0

응답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응답의 결과, 보통 48명(48.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빈곤함 34명(34.0%),
매우 빈곤함 15명(15.0%), 매우 풍족함 2명(2.0%), 풍족함 1명(1.0%)의 순으로 나타남.
생활환경의 평균은 2.41점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빈곤함(매우 빈곤함+빈곤함)
49명(49.0%)으로 풍족함(매우 풍족함+풍족함) 3명(3.0%)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
는 응답자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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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성원

(단위 : 점)

구분
Q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점수

한센인 2세 평균 점수①

44.77
04

한국 초등학생 평균 점수②

(단위 :%)

05

진단평가 기준 점수③

56.65
53.00

차이(① - ②)

-11.88

차이(① - ③)

-8.23

응답자의 문자 해독률에 대한 분석 결과, 한센인 2세의 평균 문자 해독률은 44.77점으로 나타남.
진단평가 기준 점수 53.00점보다 한센인 2세의 평균 44.77점이 –8.23점 낮게 나타나, 학습 수준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 평균인 56.65점보다 –11.8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한센인 2세를
위한 교육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퍼센트

편부모(편부모+조부모+가족)

38

38.0

양부모(양부모+조부모+가족)

39

39.0

조부모(조부모+형제자매)

12

12.0

형제자매(양부모, 조부모 없음)

11

11.0

합계

100

100.0

- 문자 해독률(항목별)
Q

문자 해독률(항목별)
(단위 :%)

응답자의 교육욕구에 대한 응답의 결과, 대학교가 71명(7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석
사, 박사 과정)이 18명(18.0%), 초등학교 6명(6.0%), 고등학교 5명(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싶다는 응답이 89.0%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한센인 2세
의 교육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③ 한센인 자녀 기초학습
- 문자 해독률(전체)
Q

문자 해독률(전체)
(단위 :%)

구분

점수

단어 구사

46.75

형용사 구사

41.00

동사 구사

52.00

단어 쓰기

43.00

종합해석 및 상황 유추

26.00

전체

44.77

응답자의 문자 해독률에 대한 항목별 분석 결과, 한센인 2세의 평균 문자 해독률은 44.77점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사 구사가 5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어 구사 46.75점, 단어 쓰기 43.00점,
형용사 구사 41.00점, 종합해석 및 상황 유추 26.0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동사나 단어 구사에 비해 종합해석 및 상황유추 부문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장이나 문단 단
위의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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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해독률(문제별)

- 문자 해독률(일반적 특성별)

Q

Q

문자 해독률(문제별)

문자 해독률(일반적 특성별)
(단위 : 점)

(단위 : 점)

구분
성별

연령

현재 교육 상태
(단위 : 점)

구분

단어 구사

형용사 구사
동사 구사

단어 쓰기

종합해석 및 상황 유추

문항번호

점수

1

59.00

2

32.00

3

43.00

4

53.00

2

41.00

1

59.00

2

52.00

3

45.00

1

37.00

2

44.00

3

38.00

4

53.00

5

26.00

응답자의 문자 해독률에 대한 문제별 분석 결과, 단어 구사 1번, 동사 구사 1번이 59.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단어 구사 4, 단어 쓰기4 53.00점, 동사 구사2 52.00점, 동사 구사3 45.00점, 동사 구사4 44,00점, 단어

교육 실태

점수
남자

44.71

여자

44.85

7세 이하

42.71

8~9세

40.67

10~11세

50.00

12세 이상

47.06

예

45.70

아니오

42.99

주기적으로 공부안함

40.11

주기적으로 공부함

56.21

전체

44.77

응답자의 문자 해독률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44.85점으로 남자 44.71점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10~11세가 50.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2세 이상 47.06점, 7세 이하 42.71점,
8~9세 40.67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연령별로 성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세 이상의
점수가 10~11세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교육 상태별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가 45.70점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응답자 42.99점보다 높
게 나타나서, 학교 교육의 지원이 있다면, 유의하게 교육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교육 실태별로는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응답자가 40.11점으로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응답자 56.21점의 점수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서, 주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수 계산률(전체)
Q

산수 계산률(전체)
(단위 : 점)

구사3 43.00점, 형용사 구사 41.00점, 단어 쓰기3 38.00점, 단어 쓰기1 37.00점, 단어 구사2 32.00점, 종합해
석 및 상황 유추 26.0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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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구분

- 산수 계산률(문제별)

점수

한센인 2세 평균 점수①

Q

46.00
06

한국 초등학생 평균 점수②
07

진단평가 기준 점수③

산수 계산률(문제별)

60.74
(단위 : 점)

62.00

차이(① - ②)

-14.74

차이(① - ③)

-16.00

응답자의 산수 계산률에 대한 분석 결과, 한센인 2세의 평균 산수 계산률은 46.0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진단평가 기준 점수 62.00점보다 한센인 2세의 평균 46.00점이 –16.00점 낮게 나타나, 학습 수준이 매
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 평균인 60.74점보다 –14.7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학
습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수 계산률(항목별)
Q

산수 계산률(항목별)

(단위 : 점)
(단위 :점)

구분
한자리 덧셈 뺄셈
두자리 덧셈 뺄셈

한자리 곱셈
(단위 :점)

구분

점수

한자리 덧셈 뺄셈

79.50

두자리 덧셈 뺄셈

70.00

한자리 곱셈

37.20

숫자 크기 비교

54.50

복합 계산

2.00

전체

46.00

응답자의 산수 계산률에 대한 항목별 분석 결과, 한센인 2세의 산수 계산률은 46.00점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자리 덧셈 뺄셈이 79.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두자리 덧셈 뺄셈 70.00점, 한자
리 곱셈 37.20점, 숫자 크기 비교 54.50점, 복합계산 2.0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숫자 크기 비교
복합 계산

문항번호

점수

1

83.00

2

76.00

1

75.00

2

65.00

1

52.00

2

42.00

3

40.00

4

37.00

5

15.00

1

55.00

2

54.00

1

2.00

2

2.00

응답자의 산수 계산률에 대한 문제별 분석 결과, 한자리 덧셈 뺄셈1이 8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
자리 덧셈 뺄셈2 76.00점, 두자리 덧셈 뺄셈1 75.00점, 두자리 덧셈 뺄셈2 65.00점, 숫자 크기 비교1 55.00점,
숫자 크기 비교2 54.00점, 한자리 곱셈1 52.00점, 한자리 곱셈2 42.00점, 한자리 곱셈3 40.00점, 한자리 곱셈4
37.00점, 한자리 곱셈5 15.00점, 복합 계산1, 복합 계산2가 각각 2.0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덧셈과 뺄셈 계산과 곱셈과 복합계산(곱셈+덧셈+뺄셈)사이의 편차가 매우 크고 곱셈과 복합계산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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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편한 점을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자녀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산수 계산률(일반적 특성별)
Q

산수 계산률(일반적 특성별)
(단위 : 점)

구분

• 지방에서 사촌들이 올라와서 여럿 아이 중 한명만 교육을 받고 있고 기념품 팔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육비까지 감당이 어렵.

남자

44.99

여자

47.13

• 자녀의 학교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들이 많아서 공부를 모두 다 시킬 수 없

7세 이하

32.63

음. 무상교육이면 모두다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음. 또한 학부모회

8~9세

43.68

10~11세

55.60

12세 이상

57.89

예

50.92

아니오

36.43

주기적으로 공부안함

44.41

주기적으로 공부함

49.86

성별

연령

현재 교육 상태
교육 실태

점수

- 인터뷰 내용

전체

46.00

의를 가보면 보이지 않는 편견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힘듬

•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유인물 복사비, 체육복, 급식비가 필요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임

• 교육의 관심이 높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싶음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체육복, 복사비, 급식비등의 지원을 해 준다면 자녀들을 학
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하였음

응답자의 산수 계산률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47.13점으로 남자 44.99점보다 높게 나
타남.
연령별로는 12세 이상이 57.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11세 55.60점, 8세~9세 43.68점,
7세 이하 32.63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 더욱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교육 상태별로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가 50.92점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36.43점보다 높게 나타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⑤ 한센가정방문
- 인터뷰 참여자 : 한센인 가정방문
- 가정방문 : 10평 남짓 공간에 5명이 생활 화장실과 부엌이, 안방이 한공간에 있음.
한쪽에는 가축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음

교육 실태별로는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응답자가 44.41점으로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응답자 49.86점의 점수
보다 낮게 나타나서, 주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지역기관내 타기관 인터뷰

④ 한센인 포커스 인터뷰

① 소록유니재단

- 인터뷰 참여자 : Ben M Tamaup, Rosite R Gufevver, Qmamita A Fmover, Rose

- 인터뷰 참여자 : 장재중회장

Picasta, Umana Cabbman, Orlanco C Dizon, Mestor Z Gvaaomint, Eaithe Pioiante
- 인터뷰 질문지 :

•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불만족한다면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자녀들이 학교과정을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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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질문지 :

• 소록유니재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소록유니재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 한센인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인터뷰 내용

• 소록유니재단은 한센인 정학촌을 형성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소, 방과후교
실을 운영
281

• 한센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소가 필요하고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

② 한성선한사마리안 주식회사
- 인터뷰 참여자 : 김윤근 선교사, 관련직원 4명
- 인터뷰 질문지 :

•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기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caloocan city 한센인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인터뷰 내용

• 한성선한사마리안소록유니재단은 한센인 정착촌을 형성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
업훈련소, 방과후교실을 운영

• 한센인과 자녀들을 위해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소

(단위 : %)

구분

한센인 2세①

한국 평균②

차이(①-②)

08

66.0

98.5

-32.5

졸업률

09

64.0

98.9

-34.9

평균

65.0

98.7

-33.7

입학률

를 설립해서 한센인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를 다니고 한센인은 훈련을 하는 복합타

-학
 교에 진학하는 한센인 자녀들의 자가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학

운 건설이 필요

습 지속력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

04 변화의 영역

•한센인 2세의 자가 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응답자(거의 안함+ 일주일에 3~4시

---------------------------------------------------------------

간)가 71.0%로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응답자(하루에 1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 29.0%보다 높게 나타나
서, 한센인 2세의 자가 학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학습의 지속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주목 분야
-한
 센인 자녀들의 학교 입학률과 졸업률이 낮다는 것에 주목한다. 가난이 되물림 되
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로 하겠다고 예측을 하였고 조사결과도 입
학이 가능하면 쳬계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센인 2세의 입학률 및 졸업률을 분석한 결과, 입학률은 66.0%로 한국 평균 98.5%보다 32.5%낮은 것으로
나타남.
•졸업률은 64.0%로 한국평균 98.9%보다 34.9%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 65.0%로 한국 평균 98.7%보다 33.7%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입학 가능하며 체계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0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장래추계인구, 2015년 입학률 통계
취학률 = (해당 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수/취학적령 인구)×100 , 단위는(%).

0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졸업률 = (졸업자수/3(6)년전 입학자수)×100 ,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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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빈도

퍼센트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음
(거의 안함+일주일에 3~4시간)

71

71.0

주기적으로 공부함
(하루에 1시간+ 4시간 이상)

29

29.0

전체

100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주목분야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100.0

학교설립

교육

-문
 자해독률과 산수 계산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주목하여 학습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

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문자 해독률은 진단평가 기준 점수 53.00점보다 한센인 2세의 평균 44.77점이 –8.23점 낮게 나타나, 학습 수
준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 평균인 56.65점보다 –11.8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

한센인 자녀들의
자가학습능력 부족

- 한센인 자녀들의 입학률이 저조
-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졸업률 저조
- 가정 당 많은 자녀들 중에 한명만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상황

-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
- 자가학습능력 부족으로 학습지속률 저조
- 지속적인 학습위해 지원 필요
-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음

문자해독률과

- 문자해독률이 매우 낮음

산수계산능력

- 산수계산능력이 매우 낮음

매우 낮음

타나서

현지수요 및 상황

- 학습수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

•산수 계산률은 진단평가 기준 점수 62.00점보다 한센인 2세의 평균 46.00점이 –16.00점 낮게 나타나, 학습
수준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 평균인 60.74점보다 –14.7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활동

지표

기초선

•학교설립
- 학교설립
- 교육메뉴얼 제시
-한
 센인자녀와 지역아동 위한

- 한센인 자녀 입학률 증가

- 입학률 %

- 한센인 자녀 학교 만족도 증가

- 만족도 %

- 한센인 자녀 학교 지속률 증가

- 지속률 %

- 한센인 자녀 졸업률 증가

- 졸업률 %

- 한센인 자녀 문자해독률 증가

- 문자해독률 점

- 한센인 자년 산수계산력 증가

- 산수계산력 점

학교

교육
지원

•학교지원
-학
 교 부대비용지원
(급식비,교복,복사비등)

(단위 : 명, %)

구분

문자 해독률

한센인 2세 평균 점수①

산수 계산률

44.77

46.00

56.65

60.74

53.00

62.00

차이(① - ②)

-11.88

-14.74

차이(① - ③)

-8.23

-16.00

10

한국 초등학생 평균 점수②
11

진단평가 기준 점수③

- 우수한 교사지원
•기초학습
- 기초학습 제공
- 기초학습 매뉴얼 제공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설립된 이후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
10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초등학교 연구(Ⅱ) 읽기능력점수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2013년 도달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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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
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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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 인임

- http://psa.gov.ph(GDP)

• 한센인 관리사업으로 보건교육, 정착마을지도자 양성교육, 지부 사무국장 및 선도

- http://psa.gov.ph(Unemployment rate)

요원 교육, 지역별 순회대책회의, 정착마을 실태조사, 정착마을 양축농가 축산정보

- https://www.google.com.ph(Currency)

화교육, 재가한센인 지도·계몽교육이 있으며

- http://psa.gov.ph(Poverty rate)

• 한센인 복지사업으로 세계 한센포럼,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한센인의 날 , 한센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합동결혼 사업, 한센인 문화복지사업(영화,마술), 대외협력 및 대국민 참여 문화 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2013년 도달 기준 점수

지 증진 사업, 한센가족 국제원조사업, 1사1정착마을 결연사업, 자원봉사자 지원사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초등학교 연구(Ⅱ) 읽기능력점수

업,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한센인 배움행복마을사업이 있으며

- 서울연구원, 서울 거주 가구의 한달 평균 생활비, 2015년

• 대국민 한센병(인)교육 홍보사업으로 한센인 편견해소 공모전, 대국민 한센병 홍

- NGO 길라잡이 필리핀 2015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보사업, ‘한센’발간 사업, 한센사업 홍보책자 발간, 한센인 인식 대국민 조사, 국가

- NGO를 넘어서 2010 정상호

한센사업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SNS·신문사·방송사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이

- 사회연구조사방법론 2010 W Lawrence Neuman

있으며

• 한센인 인권증진사업으로 한센정책자문위원회 등 정책간담회, 한센인특별법 등
한센관련 법제도 개선, 민원사항, 한센병(인) 용어 순화 사업, 한센사업 활성화사업,
피해사건 권리구제, 한센인인권·교육센터(기념관) 건립을 진행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 국내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 한센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
으며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활사업으로 귀감이 되어 세계한센포럼 개최 및 일본·중
국등 한센기관들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노하우를 필리핀 한센인에게
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외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05 자료 출처-------------------------------------------------------------------

01

02

03

04

- 필리핀 개황, 2011. 8.외교부
- 네이버 지식백과/ 마닐라 [Manila] (두산백과)
- http://psa.gov.ph (Population)
- http://www.pagasa.dost.gov.ph(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https://www.google.com.ph(Philippines language)
- https://www.google.com.ph(Ethnic guseong)
- http://gov.ph(religion in philippines)
- http://gov.ph(Rodrigo Dut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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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loocan 시청
02 Caloocan 부시장 인터뷰

03 Caloocan 시청 직원 인터뷰
04 Caloocan 시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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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13

14

07

08

15

16

09

10

17

18

11

12

19

20

05
06
07
08

한성선한사마리아인 주식회사 견학(강당)
한성선한사마리아인 주식회사 견학(직업센터)
한성선한사마리아인 주식회사 견학(컴퓨터실)
한성선한사마리아인 주식회사 견학(한글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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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Caloocan지역교육청
Caloocan지역교육청 인터뷰
Caloocan지역교육청 인터뷰
Caloocan지역교육청

13
14
15
16

Camarin Elementary School 인터뷰
Camarin Elementary School 인터뷰
Camarin Elementary School 견학
Tara Elementary School 견학

17
18
19
20

소록유니재단 장재중회장 인터뷰
소록유니재단 장재중회장 인터뷰
소록유니재단 장재중회장 인터뷰
소록유니재단 장재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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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22

21

• Caloocan시 Tala지역은 필리핀 정부에서 한센인들을 집단 이주 시켜 정착촌을 이
루고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한센인은 극빈층으로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센인 자녀들은 생활 환경의 어려움으로 학교교육을 받기

24

23

힘든 상황에 있어 한센인과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

• 필리핀 Caloocan시 Tala지역 한센인 정착촌은 자녀들의 교육기회가 일반인에 비
해 보장받지 못하여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여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Tala지역 한센인들에 대한 구호 필요성을 국내 NGO단체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활동이 전무한 상태여서 필리핀 현지 NGO단체와 MOU를 맺어 필리핀 한센인 자
녀들의 교육사업을 진행 예정

26

25

• 우리 연합회는 필리핀 Caloocan시 Tala지역 한센인 자녀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주변 지역 부지를 매입 조사 진행 중

28

27

21
22
23
24

Caloocan Tala지역 한센인 설문지
Caloocan Tala지역 한센인자녀설문지
Caloocan Tala지역 한센인 설문지
Caloocan Tala지역 한센인자녀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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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Caloocan Tala지역 포커스그룹 인터뷰
Caloocan Tala지역 한센인가정방문
Caloocan tala지역 빈곤가정 인터뷰
Caloocan tala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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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RT

[교육]

휴먼인러브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르완다 르웨루(Rweru)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휴먼인러브는 기존 사업 대상지역의 좀 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청소년 창업 지원
교육사업을 구상한 바 이에 대한 적절성, 필요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
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휴먼인러브가 사업하고 있는 르웨루 지역의 환경, 경
제적 현황, 보유자원 및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 조사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를 시행하였다. 청소년 창업 지원 교육사업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하여 휴먼인러브의 개입
작성자

휴먼인러브

필요성을 검증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신구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교육

코드번호

조사 목적

청소년 창업 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르완다 르웨루 지역 기초조사 수행

113**

• 현지 사회적 기업 및 대학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 현지의 교육 정책과 일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및 시스템 현황 조사
• 인식조사 (잠재 참여자 및 지역 이해관계자)
• 현 유사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실행 기관 조사 및 협력 방안 여부조사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 자문 (정부, 부처, 지역유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

국 가
대상 국가 및 지역

르완다

지 역

르웨루(Rweru)

르완다 부게세라 디스트릭트(Bugesera District) 르웨루(Rweru Sector) 지역
(수도에서 63km 위치, 수도에서 차량으로 2시간 소요)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25일 ~ 10월 5일 (총 11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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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르완다 사무소 교육전문가(임진호) 미팅

조사 결과

2016. 09. 28

- 학교(G.S.Rilima) 방문 : 교장선생님 인터뷰 및 FGD(고등학생)
- 사회복지부 자문위원 미팅
- WDA(Workforce Development Authority) 미팅

chapter 02

2016. 09. 29

- 현지 사회적기업(Rz. Mana) 미팅
- 현지 기업가 (Rwa Group) 미팅

2016. 09. 30

현
지

2016. 10. 01

- REB(Rwanda Education Board) 미팅
- University of Tourism, Technology, and Business Studies 미팅
- FGD(르웨루 지역 학부모(남자, 여자), 초등학교 교사)
- Bugesera District Office 방문 (Education officer 미팅)

2016. 10. 03

- Sector office 담당자 인터뷰
- FGD(르웨루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016. 10. 04
2016. 10. 05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2016. 08. 17 ~ 08. 31

국
내

- KOICA 르완다 사무소 방문
- Akilah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방문
- Survey 및 FGD 결과정리
- 르완다 키갈리 출발, 한국 서울 도착

활동 내역 약술
-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팀

구성

- 현지조사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문헌자료 분석 및 공유

2016. 09. 01 ~ 09. 18

2016. 10. 05 ~ 10. 06

-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대사님 미팅)

순번

구분

- 현지조사팀 회의

- 지역조사팀 활동 총괄

- KCOC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사업 컨설팅 (2016. 09. 07)
- 현지조사 일정 논의 & 확정
2016. 09. 19 ~ 09. 24

1

이신구 팀장(휴먼인러브)

- 현지조사 활동준비 (Focus Group Discussion(FGD), survey)

2016. 09. 24 ~ 09. 25

현
지

2016. 09. 26

- 1,2차 자료 취합 및 분석
- 한국 서울 출발, 르완다 키갈리 도착
- 현지조사 활동준비 (FGD 활동내용 확정, survey 질문지 인쇄 등)

2

김수진 팀장(휴먼인러브)

3

황진솔 대표(더브릿지)

-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현지 지역조사 진행 보조
- 창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기업가 연계 네트워킹
- 현지 지역조사 진행 보조

- FGD, survey 참여인원 교육

- 현지 지역조사 활동 실무

- FGD(르웨루 지역 청년(남자, 여자))
- Household Survey 실시(※ Key Informant Interview(KII) 포함)

- 지역조사 보고서 작성

- 현지 지역조사 시 전문적 자문 활동

- FGD 활동 기획 및 진행

- 현지 secondary school 교사(entrepreneurship 담당) 미팅
2016. 09. 27

- 국내 사업관계기관 업무연락 및 미팅
- 설문지 설계

- 현지조사 준비사항 점검
2016. 10. 10 ~ 11. 06

역할

4

김순종 선임 컨설턴트(더브릿지)

- 정책 연구소 연구원 미팅

- 설문지 설계 및 교육
- 지역조사 결과(survey, FGD) 분석
- 창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기업가 연계 네트워킹
- 이해관계자 인터뷰 섭외 및 진행

5

김성은 연구원(더브릿지)

6

성혜신 사무장(휴먼인러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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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BIMANA Alphonse
(휴먼인러브)

- 현지 지역조사 활동 실무 보조
- 휴먼인러브 르완다 사무장
- 지역조사팀 활동 행정 총괄
- 휴먼인러브 르완다 사업 코디네이터
- 르웨루 지역 내 기관방문 관련 협의 및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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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르완다 국가 및 지역정보

문헌조사

8.17 ~ 8.31

2

르완다 국가 및 지역 개발계획

문헌조사

8.17 ~ 8.31

3

기관(NGO, 정부, 학교) 활동 현황

문헌조사 / 관련기관 인터뷰

8.17 ~ 10.5

4

이해관계자 정보

survey / FGD / 인터뷰 / KII

9.26 ~ 10.5

5

범분야 이슈

문헌조사 / survey

8.17 ~ 9.27

인구

12,988,423명

면적

26,338㎢ (남한의 약 1/4)

민족

후투(Bantu, 84%), 투치(Hamitic, 15%), 트와(Pygmy, 1%)

종교

가. 조사활동
지역적 상황과 필요도 및 수요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클러스터 샘플
링 기법을 사용, 총 293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연령층 및 또래계층의 대상자와
함께 주민 참여적 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을 7차례 실시하였으며 경제수
준에 따른 샘플링을 하여 6가구를 집중 인터뷰 하였다. 또한 마을 유지, 정부 관계자, 마
을 리더, 공무원, 설문조사 샘플링을 대표하는 주민, 학계, 타 기관 및 NGO 외 주요 정
보 제공자를 선별하여 르완다 전역 및 르웨루 지역 전반 현황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얻
었다. 문화적 구조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남/녀를 별도로 모집하여 토론에 참여시켰

무교(4%), 이슬람(2%), 기타(1%)

언어

영어, Kinyarwanda어, 프랑스어

기후

열대성 기후(우기 : 3월~5월, 10월~12월)

GDP

8.111 billiob (2015)

1인당 GDP

03 조사 결과 분석 -----------------------------------------------------------

가톨릭(49.5%), 개신교(27%), 재림교(12%), 기타 기독교(4.5%),

1,800불 (2015)

통화단위

프랑(Rwanda Franc, RWF) / USD 1$ = RWF 751.41) (2016. 1 평균환율)

평균수명

60.1세 (2016)

빈곤율

39.1% (2015)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

출산율

1,000명 중 33.3명 (2016)

신생아 사망률

1,000명 중 56.8명 (2016)

모성 사망률
에이즈 감염률
인터넷 사용자 수

100,000명 중 290명 (2015)
15세-49세 사이 성인 중 2.89% (2015)
2.279 million (전체 인구의 18%) (2015)

문해율

15세 이상 성인 중 70.5%

실업률

15세-24세 사이 성인 중 4.5% (2012)
·우리나라 유, 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26개국)

기타

으며 정치적 관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본 조사 기관동안 문헌조사 및 이차자료를

·UN 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발표한 전 세계 최저개발국

통해 알게 된 현황을 질적 양적 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2) 르완다 역사

수 있었다.

벨기에로부터 독립하기 3년 전인 1959년 다수 종족인 후투족이 투치족 왕을 몰아내고

1) 르완다 개관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수년 동안, 수천 명의 투치족이 학살되었고, 15만 명 이상의 투치

구분

내용

계 주민이 주변 국가로 피난했다. 피난민 중의 아동들은 훗날 르완다 애국 전선(RPF, the

국명

르완다공화국 (Republic of Rwanda)

Rwandan Patriotic Front)을 결성했고, 1990년 내전을 시작했다. 1994년 4월 하비아리마나

수도

키갈리 (Kigali, 인구 약 126만명)

대통령의 탑승기가 피격 당해 대통령이 사망하자 후투계 정권은 투치족의 약 3/4에 해
당하는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우간다와 르완다 북부 지역에 피신해 있던 투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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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F가 후투 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1994년 7월 정권을 쟁취했다. 이에 약 200

교사양성학교(Teacher Training College), 직업기술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만 명의 후투족은 투치족의 보복 살인을 두려워해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자이르(현재

Education and Training)을 포함한다. 본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났다. 이후 대부분의 후투족은 르완다로 귀환했

의 교육비를 지불해야만 하며, 현재 재정부족,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지만 수천 명은 여전히 콩고민주공화국에 남아 반군을 조직하여 르완다 정부에 맞서고

을 겪고 있다.

있다. 르완다는 1999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했으며, 2003년에는 지난 1994년에

• 실제로, 르완다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총 등록율(Gross enrolment ratio)

있었던 대학살 이후 첫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2009년에는 콩

은 137.74%이지만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은 40.16%, 고등교육(tertiary

고민주공화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후투 반군을 함께 축출하

education)은 7.53% 이며, 대학 이수율은 전체 인구의 1.6%(여성), 3.1% (남성) 으로

기로 함에 따라 양국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 현재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빠

상당히 낮다.

01

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8.2%) IT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및 경제 성장에 힘
을 기울이고 있다.

• 르완다 중등교육에 등록한 학생들 중에서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Enrolment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as % of the total

enrolment in secondary education)은 34.4%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3) 르완다 교육

• 르완다 교육부에서 발표한‘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2013/14-2017/18)’에 따

르완다 교육수준의 경우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

르면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접근성 확대 (Expanding access to education at all levels),

년 노동인구(15세~34세)의 의 과반수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

교육의 질적 향상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노동시장과 관련

장에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탈피가능성이 있는 노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된 교육 강화 (Strengthening the relev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meet labour market
demands)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 또한,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장기개발계획인‘Vision 2020’에서 6가지 핵심요소
(Pillar)를 설정 하였으며, 이 중 하나가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 경제(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a Knowledge-based economy) 이다. 특히, 르완다 정부는 기

술, 공학 분야 관련 직업기술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졸
업자(secondary school leavers)들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특히 청년과 여성)들을 주요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요 공용어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되면서(※ 2008년부터
• 르완다 정부는 문맹률을 낮추고 노동시장 및 지역개발의 향상을 위하여 초등교육

시행)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가 영어화되고 학교수업을 영어로 하게 됨에 따

(primary education)과정(6년)과 전기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과정(3년)을 9년

라 교사들은 언어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배웠던 세대인

기본교육(9 years basic education)으로 정하여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의 역량강화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되

• 2012년부터 9년 기본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3년의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3년의 교육과정은 일반학교(General Secondary School),

는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취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언어, 수리 영역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USAID의 지원 하에
01 Nabalamba, A. & Sennoga, E. 2014. Analysis of Gender and youth employment in Rwanda, Afric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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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를 개편하였으며 다양한 TOT(Training of Trainers)를 pilot하고 있는 실정이다
301

• 한편,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초등교육수준 노동자는 높은 고용률을 (각각 95%

5) 르완다 창업,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와 85%) 보이는 반면 고등교육 수료자 및 고학력자 고용률은 저조 (각각 55%와

• 경제활동을 하는 졸업생들의 약 1/3 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창업 관련 경험을 보

65%)한 양상을 보이기도 (2011년 기준) 했는데 이는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

유 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저생활수준의 사적 자영업 형태였다. 창업을 한 졸업생

족하며 이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

들은 자본집약적이고 더욱 많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규격화된 활동에 대한 열망

고 있다.

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 고아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학생,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창업률
과 취업률이 높았다. 르완다에서의 청년 창업은 빈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환
경과 밀접한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르완다에서 창업을 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인은 여러 종류의 세금
02

(tax)과 각종 비용(fee) 그리고 실습 경험의 부재 및 인프라 미비를

들 수 있다.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전 세계 65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
세이상 25세 이하의 청년들의 20%가 3년 이내에 창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
으나 르완다의 경우, secondary school 3학년과 6학년의 57.5%가 그러하다고 답변
하였다. 이는 르완다 청년들은 타 국가에 비해 창업에 대한 열의가 무척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secondary school 졸업 이후에는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2010/11 통계에 따르면 르완다 남성 평균 월급은 22,000Rwf(27$) 이고 여성평균
4) 르완다 산업

• 농업에 종사하는 르완다 인구는 85%이지만 농업으로 얻는 수익은 르완다 전체
GDP의 32%에 불과하며, 농업 분야의 연간 GDP 증가율도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은 13,200(16$) 으로 양성간의 수입 불평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르완다 인구의
과반이 여성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력은 문화적인 구조로 인해 경제적
03

대가로 환산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낮다.

02 Nabalamba, A. & Sennoga, E. 2014. Analysis of Gender and youth employment in Rwanda, African Development
Bank

03 Nabalamba, A. & Sennoga, E. 2014. Analysis of Gender and youth employment in Rwanda, Afric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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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용적인 활동(창의력, 이니셔티브, 문제해결력)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나 교사들의 역량 미흡, 교육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실에서 이를 실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르웨루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 르웨루 지역은 르완다 정부의 Vision 2020 Umurenge Program (VUP) 대상 지역임.
• ‘Vision 2020 Umurenge Program(VUP)’04: 르완다의 절대빈곤을 경감하기 위해 르
완다 재정경제전략부에서 수립한 국가전략으로서 각 디스트릭트 별로 사회, 경제
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sector)를 선정하여 재정과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르완
다 정부 프로그램

• 르웨루 지역 개황 – 인구 분포
Total

# of

population Household

31543

6485

# of
women’s
household

Average

# of
children
under 12
years old

1856

of # of

# of child

# of

children

labor per

recent

per

household returnees

# of
refugees

household

9953

5

2

222

-

• 르웨루 지역 개황 – 기본 정보
주식
전기사용 여부

• 르완다 인구의 48%가 이직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실업
난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계속된 청년들의 도시집중화 현상 속에서 여성 청

청년인구의 64%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청
년들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 한편, 르완다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ruship training)을 정규 교과목으로

사용가능(19%), 사용불가(30%),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음(51%)

식수

수도(7), 지하수(2), 정수시설(0), 각 지역별 우물(1)

위생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률 (15.4%)

년의 25% 남성 청년의 20%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 르완다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15세에서 34세의 청년(약 370만 명)인데

콩, 카사바, 옥수수, 감자

소득수준

월평균 : 21,000 Rwf
고소득/공무원급 월평균 : 450,000 Rwf
보건소 1개

보건시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26 명
보건소와의 평균 거리 : 15km

※개황출처: 정부관계자 인터뷰 (휴먼인러브 르완다 지부)

하여 후기 중등교육부터 교육하고 있으나 이론에 국한되어 있었고, 금년(2016년)부
터 실용적인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pilot을 실행하고 있
으며 관련 outcome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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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만 집중하고, 다른 중요한 이슈(기업가정신, 창의력)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04 E DPRS Flagship Program Document, 2007. Vision 2020 Umurenge Program(VUP): An Integrated Local

• 중등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들은 후기 중등교육 과정의 기업가정신 과목에 혁신적

Development Program to Accelerate Poverty Eradication, Rural Growth, and Social Protection, Republic of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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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웨루 마을 현황

◈◈르웨루 산업 및 일자리 현황 (FGD, KII 및 설문결과)

Dry season
Item

Beans

Month
1

2

3

4

M
disagree

Harvest

Plough

5

6

7

8

9

10

11

12
M
disagree

Harvest

M
disagree

Maize
Sogeum
Casava

1 year

Sweet potato
Soya
빨강 +
하늘

Potato

2016.10.03. 교장선생님 대상 FGD 활동(Village Mapping)결과 : 마을 지도

part-time jobs
/Dailyjob
(Dryseason)

1

2

breeding
animals

1

2

씨뿌리기

수확기

3

3

경작기

◈◈르웨루 마을 구조 (FGD, KII 및 설문결과)

-르
 웨루 지역(Rweru sector) 은 Bugesera District 에 속해 있으며 6개의 cell 과 39개의
마을(village)이 있음.
-다
 양한 협동조합 (Cooperatives)가 존재하여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르웨루 지역은 호수, 농업지역, 광산지역, 산업지역, 산림지역으로 분할해볼 수 있음.
-르
 웨루 호수에는 2개의 섬(Mazane island, Sharita island)이 있는데 정부의 공공서비
스로부터 소외되어 르웨루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정부에서는 해당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지
 역 내 주 수입원은 농업임.
-광
 산은 폐광되었으며 산업지역은 지정만 되어 있고 언제 투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
황임.

-농
 산물은 주식인 카사바, 콩, 옥수수, 수수를 주로 경작
-농
 부들은 평균적으로 3개의 방을 가진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빈층은 방 1개 있는
집에서 거주
-상
 하수도 시설은 부재하며 대부분 호수나 빗물을 받아 마시고 있음
-르
 웨루 지역에 전기시설이 도입된 지 2년여가 되었으나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
기구매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도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함.
-건
 기는 7월에 시작되며 대부분이 소일거리가 있을 때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고 있
지 않다고 응답

-S
 ector office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터에 1일장(옷, Staple food
외 기본 의식(

-설
 문조사 293가구의 과반수가 농업 종사자였으며 월 평균 수입은 약 30,000원 수준

) 관련 품목 판매)이 열림

-여
 성들은 종교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
-소
 상공인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지만‘자본의 부재’를 문제 삼음
- 수확철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보다는 함께 일할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임.
- 하루 일과 중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 : 평균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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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구의 FGD 결과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1)가난 2)기후 변화 3)낮은 기술력으
로 인한 소득증대활동 제한 4)열악한 교육 환경 및 인식 5) 열악한 인프라 등을 꼽음
◈◈르웨루 마을 교육 현황 (FGD, KII 및 설문결과)

-총
 7개 초등학교(primary school)와 2개의 중등학교(secondary school)가 마을에 분포되
어 있음.
- 초등학교는 대부분 약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
- 조사된 인구 9,953명 중 7,077명이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였으며 교사는 총 109명으
로써 교사 1인당 평균 65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 교사 평균 월급은 약 60,000원으로 만족지수가 낮고 그 해결책으로 추가 지원을 받
기 원함.
- 교장선생님의 월평균 급여는 20만원 미만임.
- 학생들의 중퇴자는 평균 5%인데 비해 졸업률은 불과 61%에 불과했고, 반복률은
19%에 달해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 및 교수법의 지원이

-F
 GD를 실시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자본의 투입’이 절박하
다고 제안하였음. 자립의지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변화와 발전에 대해 스스로 질문
하고 창의적 방안을 간구해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음.
-이
 는 르완다 교육 시스템이 시험에 치중되어 있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을 개발, 발전
05

시키는 교육환경이 형성되지 않다는 Honeymoon 연구결과를 검증

필요한 실정임.
-선
 생님들의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족, 학교 내 교장실 부재, 교구자료 및 책걸상
등의 시설의 열악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음.
- 빈곤의 악순환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33%가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고 응답) 맞물려 있는
르웨루 교육난은 자립에 대한 인식개선이 수반된 교육시설 및 교보재 지원이 필요함.
- 빈곤가정 부모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자녀에 대한 교육열(※ 설문조사 응답자의
5.8%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을 향상시켜야 하며, 교육지원을 연계해

야 함. (※ 설문조사 응답자의 32.4% 가 빈곤으로 인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고 응답)
-부
 모님 그룹의 FGD 결과, 자녀들을 대부분 무상교육인 초등학교에 보내긴 하나 유
상교육인 중등교육까지의 열의가 크게 없었음. 교육비가 없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농번기에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보다 농사일에 투입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학
 교 중퇴율 중에 여아의 비중이 컸는데 이는‘원치 않는 임신’,‘시집을 가야하는 여

◈◈청년들 현황 (청년들 대상 FGD, KII 및 설문결과)

- 르완다는 15-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청
 년들은 타 지역에 유학을 하면서까지 고등 또는 대학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실업난
을 겪거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드는 일을 하고 있음.
-청
 년그룹 대부분이 주요 공용어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되는 전환기를 겪었기
에 영어가(새로운 국어) 능통하지 않음.
-자
 립의 의지는 있으나 기술력 및 자본력 부재함을 FGD에서 도출
-창
 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
-공
 부한 전공이 이론에 그친 경우가 다수임. 현장경험이나 실습이 결여된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S
 oft Skill을 장려하고 이를 배울 수 있는 문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반
영함.

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동기가 적음’등의 이유를 들었음. 전반적으로‘청소년 이탈
문제’,‘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여아의 학교 중퇴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부
 모님 그룹, 청년 그룹을 대상으로 FGD를 실시한 결과, 빈곤의 원인을 게으름, 무
지, 가난의 대물림으로 답변했음.
308

05 H oneyman, C. 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Rwanda: A Summary of Research on Curriculum,
Classrooms, and Life after Graduation, Stand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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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마을 주민의 부 인식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도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룹에 소속
되어 1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액체 비

Very rich

Rich

Poor

Very poor

1~4 cars

1~2 cars

1 bicycle

None

누 제작 판매, 저축 동아리, 텃밭 사업, 구두닦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팀이 수익을 관

More than 1 beautiful

1 beautiful house

house

1 normal house

1 small house

None

리하고 있다.

About 5 hct

About 1~2 hct

Max 1 hct

Cultivate for others

Above 20 cows

1~10 cows

1 cow
1~5 goats

Private sector officer

Shopkeepers

Doctors

Pastors

Government officer

Nurses / Teachers

-

참가자중 3명 선택

1~3 goats

Farmers
Housemaid
Fisherman

Jobless

Daily worker
참가자 중 13명 선택

참가자 중 4명 선택

※위의 Wealth Ranking(부 랭킹) 표는 G.S.Rilima에서 실시한 FGD결과임.

-다
 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부 랭킹을 시행하였는데, 부를 측정하는 항목은 유사하였으
나 연령별 혹은 노동인구별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음.
-부
 랭킹 항목으로 자동차 소유, 집 소유(또는 방의 개수), 땅 소유, 가축 소유, 직업군 등
을 나열
-참
 여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을‘빈곤(Poor)’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본 지원이 필요함을
어필함.

※ 문제점:

• 선생님들이 1회 연수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결여
• 교수법에 대한 추가 지원 부재로 인해 자신감 결여
• 교구의 부재로 사업(실습)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 스스로 재료를 구해야만 하기 때
문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실습)이 제한적
◈◈고등학교 대상 인식 조사 (FGD 및 KII)

- Rilima 고등학교

부게세라 디스트릭트(Bugesera District) 에 소재한 기숙사 고등학교‘G.S.Rilima’를 방문
하여 진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Dream tree로 자신의 꿈을 작성한 뒤 그 꿈을 저해하
는 요인 및 극복 방법을 함께 토론해보고 부 랭킹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
는 다양한 직업군을 나열하여 내가 탐색하고 싶은 진로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해 수치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르완다 주민의‘빈곤’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
<Chart 1>

<Chart 2>

Agrobusiness

Health care / Football player

Trading (clothes, Food) business

Security businessman / Artist

Fishing business

Restaurant (?) / Athletes

규 과정의 일부였기는 (2012년) 하나 실습이 수반되어 있지 않은 이론에 국한돼 그 효과

Wood business

Engineering / Scientist

성이 문제시 되었다. 체험과 실습을 도입한 새로운 Entrepreneurship 교과과정을 2016년

Transport business

Cooking business

에 도입했고 현재 선택적 학교에 파일럿을 실행하고 있다. 르웨루에서는 G.S.Nkanga가

Poetry business

Tourism / Professors

Telecommunication business

Soldier / Hospitals (Health service)

Music production business

Tourism

Management business

Teacher

음.
◈◈(현)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FGD 및 KII) - G.S.Nkanga 중등학교

본 보고서 문헌조사를 통해 봤듯이 르완다는 기존에 Entrepreneurship Training 이 정

그 대상이 되었으며 4명의 선생님이 차출되어 지도하고 있다.
본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 담당교사들은 연수과정에 참여하였으나 교수법에만 중심을
둔 10일 간의 교육(1회)이었고 별도의 교구나 정부지원이 없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많

Mining (Labour job) business

은 애로사항이 있다. 현재 S4학년에 집중되어 Entrepreneurship을 지도하고 있으며 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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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iversity of Tourism and Business (UTB)

Baker

2007년에 작은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어 현재 대학인증까지 받은 UTB는 호텔 및 관광

Sales agent
*G.S.Rilima 학생들이 나열한 직업군

경영, 행정 및 경영, 지역개발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ICT 등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
다. 2010년에 Entrepreneurship centre을 설립하여 최소 1년 30여 명의 창업자를 지원하

의료관련 직업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6명), 엔지니어(4명), 운동선수(3명) 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FGD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다양한 직업을 알고 있다는

고 있다. 자본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나 배출된 30명의 기업가들이 엑설러레이팅
할 수 있도록 멘토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에 놀라워했고, 자신이 선택하고 꿈꿀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
다고 답변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자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UTB는 향후 휴먼인러브 사업 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며 기업가 정신 워크샵 진행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휴먼인러브 사업 대상자들을 현장과 연계해줄 수 있는 잠재

◈◈타 기관 방문 (FGD, KII 및 설문결과)

파트너이다.

가. 컴패션 르완다 르웨루 지부

컴페션은 아동결연사업을 통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르웨루에서는 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결연의 대상은 3세에서 22세까지 이며 267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졸업이후 아동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체 내 Entrepreneurship curriculum을 가지
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컴페션 결연 아동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대상자에 한하며 기독교 배경 내용을 밑바탕에 둔 1년 교과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빈곤 탈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나. AKILAH 직업학교 (Akilah TVET)

2010년에 설립된 학교로 풍부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인적자원과 기업과의 다리 역할

휴먼인러브는 청소년(학교내/밖)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중심, 지역 주도의 빈
곤탈피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서비스 및 관광사업 분야의 숙련된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
으며 약 100개사의 기업 pool을 보유하고 있다. 배출된 인력이 기업에 잘 정착하도록 사
후관리까지 겸하고 있어 AKILAH 훈련생들이 기업들에게 채용 1순위로 자리잡고 있다.
AKILAH 에서는 인적 자원의 태도 및 리더쉽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
로 직무에 맞는 기술을 배우게 하는 한편, 채용 매칭까지도 겸하고 있어 직업학교로서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계획되지 않는 임신 및 가정 재정상황이 가장 큰 중퇴 사
유이며 중퇴율은 11% 정도이다. 300명의 학생과 45명의 교수가 있으며, 전국 지역 여성
들에게 직업연수 기회를 수여하기 위해 도시학생 입학률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르완다 국가 정책에 맞게 ICT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AKILAH 직업학교는 휴먼인러브가 향후 사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교육사업 모델
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구도를 기획해볼만한 기관이다.

위의 도표는 지역주민들과 참여적 토론(FGD)을 통해 확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나타낸
다.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기존 ODA 구조를 Soft skill 분야로 전환하여 궁극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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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웨루 지역은 부게세라 지역 하위의 Cell로서 르완다 지정 Vision 2020 대상 지역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휴먼인러브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업 지원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립의지와 기술을 매칭하고 지

임. 즉 사회경제지표가 낮아 개발이 필요한 빈곤지역으로 선정됨.

• 약 3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빈곤 뿐만 아니라 교육난 및 실업난을 겪고 있음
•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을 창출 또는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

역 내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 및 실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회 인프라가 부족함.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고등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많음 : 경험 및 일자
르완다 개관에서 볼 수 있듯이 르완다는 국가차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

리부재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기존 직업학교 (TVET) 및 Entreprenuership program은 하드웨어 교과 과정 중심으

적인 움직임 사이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태도 교육이 부

로 진행되고 있으며 Soft skill, 문제해결 능력, 업무태도 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수요조사에서는 타 연구보고서에서의 제안과 같이 지역 청

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직업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움.

며 개편된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KOICA 역시 르완다에서 TVET 관련 사업을 추진

• 부족한 일자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 기업가들은 숙련된 인력이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 인식개선이 수반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 필요

년들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가게 하는,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a. 지역 선정 배경
b.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 0 -

위치한 이유

강점 및 약점

-사업활동에 주도적으로

-강점: 교육활동을 통해 역

참여할 의지가 있음

1

지역청년

+

량 강화 잠재력 높음

-인터뷰와 FGD를 통해

-약점: 교육활동에도 불구

자립의 실업청년들의

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을

자립 의지 확고 발견

우려가 있음 : 자원이 없음

-사업정보에 대한 수혜

2

지역사회 리더
및 유지

+

-현지 사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
결 도움

-사업실행과정에 정보
공유와 참여를 통해
인 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양
-사업실행과정에 정보

자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및 공유

위치변화전략

공유와 참여를 통해
- 강점: 협력 중재 역할
-약점: 강한 권위 의식 및
부정부패

주인 의식과 참여의식
을 고양
-청년인력 개발이 가져
올 수 있는 지역마을

-마을기금의 효율적 사

개발

용 리더십 필요
- 강점: 지역주민들과의 유
대 관계 강함

3

휴먼인 러브 르
완다 지부

: 교육사업 경험 보유
+

- 사업수행자

: 지부 사무실 보유, 각종
행정처리 용이

-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행

- 약점: 사업 리스크를 감
당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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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및 모니터
- 사업활동에 대한 모니
터링 참여가능

4

Sector office

0

- 주민들에게 동기부여
역할을 담당
- 청년 실업 지원을 위해
공간 제공

- 강점: 사업 수혜자에 대
한 강한 영향력 및 동기
부여
- 약점: 사업실행 과정상

링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자들에게 지속해서

의 정치적 권한 행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

우려 또는 부정부패

식 및 사업에 대한 인

5

지역 학교

+

그램 진행중
- 청년 지원 가능

- 강점: 진행중인 프로그램
협력 가능성
- 약점: 이해관계자들의 저
조한 참여

사업 시행 시 재조사 필요

- 이해관계자 및 수혜

식을 형성
-기
 업가 정신 교육 프로

c. 기초선

- 사업수행 및 모니터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휴먼인러브는 르완다 정부에 INGO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키갈리(Kigalik)와 르웨
루(Rweru)에 지부가 있음.

링 참여 유도
- 사업수행에 관한 정
기적인 자문 요청

• 휴먼인러브는 2013년부터 르완다 르웨루 지역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secondary school students를 대상으로 장학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영어교

- 강점: 좋은 영향력을 행
-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6

부게세라 교육
부

0

있는 정치적 권한을 가
지고 있음

사 하여 위생 인식 향상
및 정수기 보급을 높일
수 있음

권유

- 약점: 수동적인 태도에

7

8

cooperatives

대학교

+

0

-협
 동조합으로써 기업
가 풀 보유

- 사업 활동에의 협력 및
지원

- 강점: 자문 및 지원 가능
- 약점: 저조한 참여
- 강점: 워크샵 지원을 위
한 멘토 풀 보유
- 약점: 저조한 협력

과 지역 내 전문가(기업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함.

• 휴먼인러브는 중앙정부(교육부), 지역정부(부게세라 지역정부, 르웨루 지역정부)와 우

대한 대안이 없음
sector

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 교육사업에 참여할 청소년들

- 사업에 적극 참여

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모니터링의 적
극적인 참여 유도
- 동기부여

• 휴먼인러브는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창업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가진‘더 브릿지’와
협력하고 있음.

- 사업실행과정에서 지
역 청년 살리기에 의
미 부여, 적극적 지원

• 휴먼인러브는 8만 명의 회원(정기후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투입되는

유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자부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마. 심사위원 검토의견 반영사항

본 수요조사는 본래 사업대상 확정의 목적으로 다양한 분류의 이해관계자를 조사하였

심사위원 검토의견

반영사항

조사 후, 본사업화 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창업과 관련

현지 사회적 기업, 직업기술학교(TVET), 대학교 등을 방

된 것이라면, 창업환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

문하여 창업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

다. 현재 재학중인 중고생부터 취업준비생, 실업 청년 및 고용청년, 초/중등 교사, 지역유
지 및 리서, 교육 및 산업관정 교육 관계자, 대학기관, 청년 허브 센터, 청년 기업가 및 정
책 연구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인터뷰와 자문을 구하고 어느 수준에서 사업
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 및 기관별 조사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기

a. Target Area

술교육 훈련에 대한 대상자들의 니즈 및 지역사회에서의
수요 등을 추가 조사 해야함.

심사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지조사 시 다수의 FGD
수행

르웨루 지역 학교 안/밖 청년 또는 휴먼인러브 장학생
KOICA 본 사업화 추진 시 경기도 ODA 사업과 중복될

b. 지표

수 없음

사업추진 시 반영

창업률, 취업률, 추적 생존률, 소득증대률, 자립의지 (질적 연구), 보수교육률, 자가보고률
316

317

본 사업화 기획 시, 창업자금마련대책이 필요. 상환정책

지역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화 기획 시 창업자금마련

도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보임.

대책, 상환정책 결정

조사단 구성 시, 창업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사려

창업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지역조사 수행

Nyiribakwe, J. P. & Sezikeye, J. 2012. “Youth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 Pilot
Phase, March to July 2012 Activity Report”, A.E.R.G / SURF Survivors Fund / Education
into Employment
Preparing youth for productive employment, IDRC, Ottawa, IDRC
Rwanda Education Board, 2015.“Entrepreneurship Syllabus for Advanced Level”,
Ministry of Education: Kigali

05 자료 출처------------------------------------------------------------------A World Bank Country Study, 2004“Education in Rwanda: Rebalancing Resources
to Accelerate Post-Conflict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The World Bank :
Washington D.C.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Rwanda : A Summary of Research on Curriculum,
Classrooms, and Life after Graduation, Catherine Honeyman, 2013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2013/14-2017/18),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Rwand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2009. “Rwanda Youth Employment Assessment
Report”, EDC
Gatsinzi, J. 2011. “Productive role of safey Nets: Case of Vision 2020 Umurenge
Programme (VUP), Rwanda”, Social Protection South-South Learning Forum 2011,
Ethiopia.

OSHD Department, 2013. “Skills, Employability and Entreprenuership Programm
(SEEP) Approaisal Report, African Development Fund: Rwanda
RWANDA VISION 2020,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Rwanda
Rweru sector survey, HUMAN IN LOVE, 2016
Vision 2020 Umurenge Program(VUP), Minsitry of Local Government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 Republic of Rwanda, 2008
“Why Building Entreprenuerial Capacity is Imporatnt to Rwanda” cited in http://
en.igihe.com/opinion/why-building-entrepreneurial-capacity-is.html published on
16-10-2012
http://www.rdb.rw/home.html
http://rwa.mofa.go.kr/korean/af/rwa/policy/overview/index.jsp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
rw.html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http://www.gemconsortium.org/

http://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country-profile.aspx?code=RWA

Honeyman, C. 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Rwanda: A Summary of

http://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country-profile.aspx?code=RWA

Research on Curriculum, Classrooms, and Life after Gradu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Rwand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Country Report No.13/360, Washington, D. C.
Lucero-Dwyer, A. 2016. “USAID supports 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tools
to improve students’ basic literacy and numercy skills at the primary level” cited on
https://www.usaid.gov/rwanda/education, Last updated on November 02, 2016
Mbaraga, J. 2016. “Bugesera District: Welfare improves as investment opportunities
abount” cited in http://www.newtimes.co.rw/section/article/2016-09-07/203313/
published on Sept,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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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01

02
08

03

04

05

10

11

12

13

14

06

07

01
02
03
04

09

인터뷰 – 교사 (기업가정신교육 담당)
인터뷰 – KOICA 르완다 사무소 임진호 전문관님
FGD (고등학생 그룹)
인터뷰 – WDA(Workforce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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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터뷰 –REB(Rwanda Education Board)
06 인터뷰 – University of Tourism, Technology and
Business Studies
07 FGD (청년 여자 그룹)

08 FGD (청년 남자 그룹)
09 FGD (학부모 여자 그룹)
10 FGD (학부모 남자 그룹)
11 FGD (초등교사 그룹)

12 FGD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룹)
13 인터뷰 – 부게세라 지역정부 (교육공무원)
14 인터뷰 – Akilah TVET (직업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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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사업가를 멘토로 활용. 이들에게는 보수교육 시행.

향후 계획

4) 워크샵을 수료한 학생들에 한하여 인턴쉽 지원
chapter 03

5) 인턴쉽은 지역 기업가와 연계하여 매칭 펀드로 지원
6) 워크샵을 연 3회 개최 후 사업대상자는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창업 또는 취업의 형
태로 출구

부록 : 설문지
This survey is being conducted by HUMAN IN LOVE in cooperation with the
Rweru, Bugesera district in Rwanda in order to attain baseline data of the households in
target areas.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창업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현지수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strictly confidentialand

요조사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유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교

will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be only used for

육 후 현장과의 연계가 강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Soft Skill 교육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

project development. Based on this survey result we would like to develop educational

었다. 이에 휴먼인러브는 창업에 국한하기 보다는 청년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program that is needed by the community. Your cooperation is highly appreciated.

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도의 사업을 기획하려고 한다.
*Only one person of each household can answer.
Note for Interviewer
Name of Surveyor

# of your

Date

survey

(mm/dd)

Interviewer

Interviewee

Signature

Signature

<Part Ⅰ>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viewee
Name in Full

Gender

Date of Birth

Occupation

□ Male □ Female

Home Address

1) 자립의지 및 지원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선별

Mother tongue

Marital status

Mobile #

# of children

2) 지역 기업가 풀(Pool) 구축
3) 기
 업가 정신 워크샵을 통해 청년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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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Household Characteristics & Environment

4) Are you connected to grid electricity?

1. General information about household
1) Name of Household head

2) Male □ Female □

3) Age

4) Occupation

5) Total number of household?

Male □

Female □

Children under 5 : Male ______ Female _______

6) How many of household members fall
into members?

Age 5-14 : Male ______ Female _______
Age 15-25 : Male ______ Female _______
Age 26-64 : Male ______ Female _______
65 years and above : Male ______ Female _______

7) Respondent’s relationship to the head
of the household

(1)solar (2) kerosene lamp (3) candle (4) battery?
(5) mobile phone torch (6) other

7) What is the main cooking method?

(1)wood (2) gas (3) paraffin (4) coal (5) other

4. Economic condition
1) Annual/
Monthly
income

Annual Income ____________Rwf
Lowest monthly income ________Rwf
Highest monthly income ________ Rwf

(1)Farming (What kind of crop are you farming this year?)

(3) Other, please specify __________

Primary( )/Secondary( )/University( )
Girls : _______
Primary( )/Secondary( )University( )

2) What is
the source of
income?
(CIRCLE ALL
THAT APPLY)

Please describe_______________________
(2)Fishing
(3)Livestock (What kind of livestock do you have?)
Please describe_______________________
(4)Salary from job
(5)Personal business
(6)Other,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

In total, ________Rwf for primary
In total, ________Rwf for secondary

Annual expense ___________Rwf

In total, ________Rwf for tertiary

3) How many times do your children go
to school in a week on average?

(2)________hours

(2) Spouse

Boys : _______

2)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children’s tuition each year?

6) If not, what do you use at night?

(1)Yes

(1) Head

2. Educational environment
1) How many household members
children are currently going to school?

5) If yes, how many hours are you
connected on an average a day?

(1) 1~2 times
(2) 3~4 times
(3) 5 times

4) If not in school, why? (they don’t need schooling, no money, school not important in life)

Lowest monthly expense ________Rwf

3)Average
Monthly
Expense of
Household

->

Highest monthly I expense ________ Rwf
Please describe more than 3items and amount.
(Major expenditure of Household.)
1.
2.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What do you think is the average age for marriage? (1) 13-14 (2) 15-16 (3) 17-18 (4) 19+
3. Residential Environment
1)How many rooms in your house?
2) Where do you get your water from?
3) How many meals do you have in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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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1)river/canal (2)pipes to/near house (3)well
(4)spring (5)other _________
(1) One (2) Two 3) Three 4) None

4) How much
do you spend
on medical fee?

___________________ / month
What is the main diseases?_________________________

5. Woman & Children
5.1 How many hours does the
woman(mother, caregiver) spend on
household work in a day?

(1) 1~3 hours
(2) 3~5 hours
(3) 5~8 hours
(4) Over 8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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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s

5.2 Does the woman (mother, caregiver)
have other works besides household work?

(If yes, please describe it in detail.)

PART
(2) No

5.3 Does the woman (mother, caregiver)
know how to read and write?

(1) Yes

5.4 Has the woman (mother, caregiver)
ever received a formal school education?
(Including incompletion)

(1) Yes

5.5 How many hours does (do) a child
(children) put into household work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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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

Primary( )/Secondary( )/University( )

[보건]

(2) No

글로벌케어

(1) 1~3 hours
(2) 3~5 hours
(3) 5~8 hours
(4) Over 8 hour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필리핀 레이떼 사마르 섬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글로벌케어는 이번 지역조사를 통하여 동사마르 섬 기완지역의 모자/모성보건 서비

기본정보
단체명

(사)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단체현황
단체현황

이메일

herbjung@naver.com

02-535-9558

주
소
글로벌케어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2, 4층(잠실동) 박 미 연
작성자

연락처
단체명

정현정

사무실

기본정보

스 현황 조사 및 지역의 보건 체계, 사회적 요인을 파악함으로 향후 동사마르 기완지역의

작성자

모자/모성보건 건강증진 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지
현지 지부
지부

있음
있음

없음
없음

NGO
NGO 등록
등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 사업수행연도에 기준한 2년을 의미, 2
KOICA
협력사업
수행 않음
년
차 사업은
해당되지

2년
2년 이상
이상
2년미만
2년미만 혹은
혹은 없음
없음

사업 분야
분야
사업

직업교육(전문기술학교)
모자/모성보건

조사
조사 목적
목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위한 <인쇄기술학교>
설립서비스
타당성기초선
조사 조사
필리핀 동부
사마르 섬의취약여성
보건의료자립을
분야 기본정보
조사 및 모자보건

국 가
가
국
대상
대상 국가
국가 및
및 지역
지역

탄자니아
필리핀

코드번호
코드번호

지 역
역
지

113*
(직업교육)
보건 (121**,
122**, 130**)

다르에스살람
레이떼 사마르 섬

*필리핀
탄자니아
도시 다르에스살람은
동부행정/무역
비사야스 동사마르
주 기완 지역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으며, 탄자니아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수혜지역인
다르에스살람
행정구역에
속해있다.
도심과10분
가깝지
(마닐라에서 세부
차량으로
이동시 키감보니는
19시간 48분
소요 (973km),
비행기로
이동시 1시간
소
만
사이에 끼고
있어 차량으로
배로 5분 정도
키감보니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
요 바다를
, 타클로반에서
기완까지
2시간이동해야
51분 소요)

전체
전체 조사
조사 기간
기간

2016년
2016년8월
8월17일(수)
17일(수)~~10월
10월15일(토)
15일(토)(총
(총60일)
60일)

현지
현지 체류기간
체류기간

09월 24일 ~ 10월 14일 (총 21일)
2016년 9월 23일(금) ~ 10월 2일(일) (총 10일)
10월 04일 ~ 10월 14일 (총 11일)

조사기간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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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별 조사 활동

조사 결과

기간
8.17 ~ 8.26

chapter 02

8.29 ~ 9.2

활동 내역 약술
•문헌자료(국가 일반사항, 보건의료 관련 사항)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설문지 및 관계자 인터뷰지 작성, FGD 가이드 등 항목 구성
•현지조사 협조를 위한 사전 준비

국
내

9.5 ~ 9.13

- 지역 및 기관 방문 섭외 요청
- 관계자 인터뷰 섭외 요청

9.19 ~ 9.22

•현지조사 관련 최종 점검
•현지조사 자료 정리 및 분석

10.4 ~ 10.15

- 현지조사 결과 컨설턴트의 자문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8.24 ~ 8.27

01 일정별 조사 활동 --------------------------------------------------------

8.29 ~ 9.2
9.5 ~ 9.16

1) 조사팀 구성
구분

본부
조사팀원

현지
조사팀

이름

소속

직위

•문헌자료(국가 일반사항, 보건의료 관련 사항)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 협조를 위한 사전 준비
- 지역 및 기관 방문 섭외 - 관계자 인터뷰 섭외 - 1차 현지조사 준비

글로벌케어

팀장

박미연

글로벌케어

간사

박진영

글로벌케어

간사

- 인터뷰 및 설문지 준비

•KOICA 필리핀 사무소 방문(국내조사팀)

문헌조사 및 설문지 준비

9.23

회계 관리

PM

이인애

글로벌케어 필리핀

봉사단원

- 현지조사 회계 관리

AILEEN ODON

글로벌케어 필리핀

조사원

- 설문지 및 인터뷰 내용 준비

인터뷰 준비

조사원

- 통계자료 점검 및 데이터 입력

GRETCHEN

글로벌케어 필리핀

간호사

- 기관 방문 담당자 및 사전 일정 준비

- 현지조사 목적 및 추후 사업 계획 공유
•1차 현지조사 자료 정리 및 분석
- 설문 결과 및 인터뷰, FGD 내용 분석

9.24 ~ 9.26

•2차 현지조사 준비
- 1차 현지조사 보완: 관계자 인터뷰
- 지역 공청회 준비: 발표자료 검토 및 수정
•지역 공청회 실시

- 사전 검수 및 현지 조사 통역

글로벌케어 필리핀

- 글로벌케어 필리핀지부 소개
- KOICA 필리핀 보건의료 사업 현황 정보 수집

현
지

- 현지어 번역

ACE ANTHONY

- RHU(Rural Health Units) 의사 인터뷰
- 타 NGO(굿네이버스, Medical Action Group) 방문 및 인터뷰

현지조사 일정 조율

- 현지조사팀 총괄

- 기완 까구수란, 까수구란 바랑가이 내 다자녀 모 및 10대 여자 청소년 대상 FGD 실시
- 기완 공립 고등학교(Guiuan National Highschool) 방문 및 인터뷰

문헌조사 및 인터뷰 준비

글로벌케어 필리핀

조사원

9.19 ~ 9.24

- 국내조사팀 총괄

신소미

글로벌케어 필리핀

- 기완 호몬홈 섬 지역방문 및 설문조사

역할

9.27

- 1차 현지조사 내용 발표 및 자문
- 기완 지역 내 모성보건서비스 관련 토론
•RHU 조산사 심층 인터뷰 실시

9.28

9.29 ~ 10.2

10.3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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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투게더, <모자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사업>

•1차 현지조사 실시

김하나

JOSIE BETH

•타 기관 모성보건 사업장 방문(팔라완)

•RHU 의사 심층 인터뷰 실시
•지역 공청회 및 심층 인터뷰 내용 정리
•현지조사 최종 정리
•추후 사업계획 구상
•현지조사 자료 정리 및 보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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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1

필리핀 국가 및 동사마르 지역 일반 정보

2

기완 지역 직업, 소득, 교육정도, 교통 현황
기완 지역 보건서비스 현황

3

(보건소 및 조산소, 보건의료인력, 모자보건
데이터 구축 등)

4
5
6
7
8

지역 내 관계망 파악

조사 방법

조사 기간

간접조사: 문헌자료

8.17 ~ 8.26

직접조사: 지역 방문

9.19 ~ 9.24

간접조사: 문헌자료

8.17 ~ 8.26

직접조사: 설문조사

9.19 ~ 9.24

간접조사: 문헌자료
직접조사: 보건소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9.27 ~ 9.28

직접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9.19 ~ 9.24

직접조사: FGD, 설문조사

9.19 ~ 9.24

학교 내 성교육 실시여부

직접조사: 학교 방문, 관계자 인터뷰

9.19 ~ 9.24

지역 내 타 기관 활동(국제기구, 정부기관,

간접조사: 문헌자료

8.17 ~ 8.26

타 NGO)

직접조사: 기관 방문, 관계자 인터뷰

9.19 ~ 9.24

가임기 여성 모성보건 관련 기초지식
인식조사

되었으며 현재까지 도시 곳곳에 복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9.19 ~ 9.24
9.19 ~ 9.24

인식조사

년에는 필리핀 중부지방에 15,0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태풍 하이옌으로 도시가 폐허가

8.17 ~ 8.26

직접조사: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은 크고 작은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표1 참조) 2013

◎◎[동 사마르 지역 지도]

Period of
Occurrence

03 조사 결과 분석 -----------------------------------------------------------

Oct 12-13,
1897

Name

Unknown

◎◎[기완 지역 지도]

Type of
Calamity
Super
Typhoon

Casualties

55 Dead

Damages
Infrastructures
and livelihood

Sources
Rappler.com
“Flashback: 1897, Leyte and
a strong typhoon”
http://reliefweb.int/report/

1) 기완 지역의 일반 현황

June 2008

Frank

Super
Typhoon

가. 지리 및 기후

있으며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사마르 섬의 산악지대를 만나 강한 비를 뿌림으로써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완 지역은 동부 사마르 제일 밑
에 위치한 군(Municipality)으로써 태평양과 레이테만을 마주하고 있는 반도 모양으로 위
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여러 개의 섬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자연재해와 긴

philippines/philippines-

12,000

worth of

latest-tally-frank-leaves-

affected

properties

14-dead-21-missing-25-

99 Dead
November 8,

Haiyan

Super

16 Missing

2014

(Yolanda)

Typhoon

3,417
Injured

은 비사야스 지역으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섬의 면적은 약 12,849㎢에 달하
며 인구는 1,783,690명(2010년)으로 추산된다. 섬의 대부분은 산지와 밀림으로 구성되어

1.5Billion

injured-707375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7,107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
게 루손 , 비사야스 , 민다나오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완 지역이 속해있는 사마르 섬

0 Dead

August 31,
2012
January 17,
2012

Earthquake
-

(7.6

http://www.rappler.com/

worth of

move-ph/issues/disasters/

properties

typhoon-yolanda/43483guiuan-yolanda-wasteland

Minor
1 Dead

magnitude)
-

PAGASA
37.9 Billion

Damages on

PHIVOLCS

infrastructures

Earthquake

0 Dead

Minor

Intensity

16,000

Damages on

V

affected

Infrastructures

PHIVOLCS

◎◎<표1> Strong Calamites that struck Guiuan

급상황 발생 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도 기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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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완 지역은 평균기온 30도 안팎으로 4월부터 9월까지는 강수량이 적은 건기가, 10월

8

Bungtod

975

38

Poblacion Ward 6

1,886

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수량이 많은 우기로 구분된다.(표2 참조) 특히 우기에는 태평양에

9

Bucao

191

39

Poblacion Ward 7

820

서 발생하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가구 및 건물의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10

Buenavista

531

40

Poblacion Ward 8

2,157

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1

Cagdara-o

469

41

Poblacion Ward 9

574

12

Cagusu-an

658

42

Salug

1,276

13

Camparang

441

43

San Antonio

219

14

Campoyong

1,604

44

San Jose

462

15

Cantahay

1,118

45

San Pedro

528

16

Casuguran

921

46

Sapao

961

17

Cogon

1,146

47

Sulangan

3,597

18

Culasi

439

48

Suluan

1,637

19

Poblacion Ward 10

622

49

Surok

1,118

20

Poblacion Ward 9-A

466

50

Taytay

842

21

Gahoy

685

51

Timala

391

22

Habag

391

52

Trinidad

470

23

Hamorawon

512

53

Victory Island

722

24

Inapulangan

589

54

Canawayon

371

나. 인구

25

Poblacion Ward 4-A

643

55

Dalaragan

352

기완은 동사마르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60개의 바랑가이와

26

Lupok (Poblacion)

2,113

56

Hagna

401

27

Mayana

519

57

Hollywood

1,893

28

Ngolos

1,247

58

San Juan

491

29

Pagbabangnan

525

59

Sato Niño

375

30

Pagnamitan

535

60

Tagporo

403

◎◎<표2> 기완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01

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필리핀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수는 52,991명
02

이며 바랑가이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
NO.

NAME

POPULATION

NO.

NAME

POPULATION

1

Alingarog

343

31

Poblacion Ward 1

462

2

Bagua

456

32

Poblacion Ward 2

291

3

Banaag

395

33

Poblacion Ward 11

861

4

Banahao

470

34

Poblacion Ward 12

486

5

Baras

1,407

35

Poblacion Ward 3

355

기완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은 와라이 와라이 종족이며 이들은 사마르, 빌리란, 레이떼

6

Barbo

624

36

Poblacion Ward 4

819

섬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아

7

Bitaugan

417

37

Poblacion Ward 5

365

먹는 등 1차 산업 형태로 살고 있다. 기완 지역에 사는 와라이 와라이 종족은 97.7% 와라

◎◎<표3> 바랑가이별 인구분포

다. 종족 및 언어

이 와라이어를 사용하며 2.3.% 정도는 따갈로그, 세부아노, 보홀라노 등을 사용하는 것
03

01 Guiuan Monthly Climate Average(2000-2012), Philippines, http://www.worldweatheronline.com/guiuan-

으로 알려져 있다 .

weather-averages/eastern-samar/ph.aspx

02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s, http://nap.psa.gov.ph/activestats/psgc/municipality.asp?muncode=0826
09000&regcode=08&provcod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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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ww.britanica.com/topic/waray-w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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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수준
Region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mong Families

Ranking

National Capital Region

20,344

2.6

17

Cordillera Autonomous Region

19,483

17.5

12

Region I

18,373

14.0

14

직업형태는 어업, 농업, 축산업, 일용직 노동자,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Region II

19,125

17.0

13

65%에 달하는 가정이 월 평균 수입 7,000페소(한화 약 182,000원) 이하로 생활하는 것으

Region III

20,071

10.1

15

로 조사되었다.(표4 참조) 과거에 비하여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

Region IV-A

19,137

8.3

16

Region IV-B

17,292

23.6

10

Region V

18,257

32.3

6

기완 지역이 속해있는 REGION 8은 필리핀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민다나오
의 ARMM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빈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시 진행한 가구조사(까구수란, 까수구란 바랑가이)에 따르면 기완 지역 주민의

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서비스 업종(소상
인 등)으로 직업을 전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Region VI

18,029

22.8

11

기완 지역의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어렵고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Region VII

18,767

25.7

8

인해 2012년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NSCB)의 조사에 따르면 동부 사마

Region VIII

18,076

37.4

2

Region IX

18,054

33.7

4

Region X

19,335

32.8

5

Region XI

19,967

25.0

9

Region XII

18,737

37.1

3

Caraga

19,629

31.9

7

ARMM

20,517

48.7

1

르 지역은 REGION 8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표5,6 참조)

◎◎<표5-1> 필리핀 지역별 빈곤순위

Province

◎◎<표 4> 바랑가이(까수구란, 까구수란) 소득 현황
Reference : House to household survey in Homonhon Island Guiuan, Eastern Samar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in Pesos)

Poverty Incidence among
Population (%)
Estimates (%)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Region VIII

12,520

16,278

18,076

41.5

42.6

45.2

Eastern Samar

13,140

17,091

20,237

51.3

56.4

63.7

Leyte

12,493

16,255

17,561

38.4

36.3

39.2

Northern Samar

12,959

16,883

19,197

53.4

52.1

50.2

Southern Leyte

12,830

16,688

19,431

33.7

43.1

43.3

Samar

11,607

15,091

15,891

40.4

42.5

50.0

◎◎<표5-2> 필리핀 Region 8의 각 지역별 빈곤 가구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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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수준

사, 수술기구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위급상황시 산소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동부 사마르 전체 지역의 교육 수준은 필리핀 전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속했으며

인해 응급수술을 요하는 산모들은 타클로반 시(차로 4시간 소요)에 있는 Eastern Visayas

전체 인구 60%가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 선택의 폭과 임금

Regional Medical Center(EVRMC)로 긴급후송을 해야한다. 섬 지역의 경우 배가 하루에

의 상한기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5 참조)

한 번 운행이 되고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파도로 인해 섬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자
주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에 비해 높은 교통비(왕복 1인 200페소/5,500원,
월 소득 약 18만원)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현지 조사시 방문한 기완 지

역 내 가장 큰 섬인 호몬혼 섬의 지역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지붕 곳곳이 뜯어
지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폐허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병원 내부에 수술실과 기타
의료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병원 건립 후 3년간 운영이 되고 이후 병원을 운영
할 의료진이 부족하여 20년 넘게 폐쇄되어 많은 기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호몬혼 섬 활동 간호사를 통해 섬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료진이 많아 병원이나 보
건의료 시스템 유지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전문 의료 인력의 부재 및 이로 인한
병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문제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RHU에서 운영 가능한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응급환자 운송에 어려움이 있
고 섬 지역을 위해 제작된 Sea Ambulance(구급차의 기능을 가진 배)가 지방자체단체와 마
을 조직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및 주인의식 결여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몇 년 째 망
◎◎<표 5-3> 동부 사마르 교육 수준 현황
Reference : https://psa.gov.ph/old/data/pressrelease/2002/pr0267tx.html,2002,June7

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Sea Ambulance 운영 시, 매달 관리비로 4,000페소 이상
(한화 약 1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가난한 섬 마을 주민들에게 높은 관리 비용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2) 기완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나.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
바랑가이에는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BHW(Barangay Health Worker) 2~4명까지 배치

가. 보건의료 시설

되어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조산사와 간호사가 권역(Catchment)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

기완 지역은 현재 1개의 공립병원(Felipe Abrigo Memorial Hospital)과 2개의 사립병원

다. 현재 기완에는 1명의 공중 보건의(MHO, Municipality Health Officer)와 9명의 조산사(2

(Immaculate concepion Hospital, ponferrada Hospital)이 있으나 3개 병원 모두 응급상황 시

명 은퇴/1명 병가) 2명의 간호사가 지역 전체의 공중모자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기완 전체

산모를 수술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부재하고 수술에 필요한 기구 및

에는 총 372명의 BHW가 있으며 그 중 기본교육을 수료한 BHW는 224명으로 60.2%로

신생아를 위한 인큐베이터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기완 지역 2개의 바랑가이

조사되었다. 그 외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 파견 간호사(NDP)가 21명 근무하

Sulangan, Poblacion에 있는 RHU(Rural Health Units)는 한국의 보건소와 비슷한 개념으

고 있다.

로 간호사와 조산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조산실과 기본적인 의료용품, 분만도구 등이 비

필리핀 대부분의 BHW들은 바랑가이 내 BHC(Barangay Health Center)를 중심으로 임

치되어 있어 시설분만이 가능하나 병원과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전문의사나 마취과 의

무를 수행하나 해당 지역의 캡틴과 그의 정치적 배경 및 영향력에 의해 그 양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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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기완 지역의 경우 BHC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바랑가이 홀 내에 파트로

아 기완 지역 시내에 있는 사설 산부인과에서 별도의 검사비(2,000페소)를 지출하여 이용

존재하거나 BHC 내에 책상이나 의자만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나 BHC가 아예 존재하

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키트는 3년 전 태풍 하이옌 직후 피해지역에 PLAN Int.에서 단

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기완지역의 특성으로 BHS((Barangay Health Station)

기로 제공한 적이 있고 이후 RHU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적은 없다. 기완 지역의 주민

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3~8개의 바랑가이를 하나로 묶어 권역

들은 생계유지가 급박하여 대부분 신생아 위생 용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Catchment)이라 부르고 이를 조산사가 관리하고 있다. 기완 지역에는 총 12개의 BHS가

여전히 비위생적인 천으로 신생아를 감싸거나 배꼽 소독을 제때 하지 않는 등 전통적인

있으며 이중 조산소의 시설을 겸비한 곳은 Baras, Sapao, Lupok, Surop, Suloan이고 약이

방법으로 신생아를 관리하고 있어 영유아 및 신생아 사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나 기본 장비를 갖추지 못해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BHS도 있다. 그리고 기완 지역 두
곳의 RHU는 공중 보건의 1명이 총 관리하고 있다.

라. 보건의료 인력 관리 현황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은 대부분 DOH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기완 지역
은 제한된 예산과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항상 소수의 선정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DOH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대부분 가족계획이나 IMCI(Integrated Management
Childhood Illness) 같은 프로그램이고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은 영유아

케어 프로그램 등이 전부이다.
RHU에서는 BHW 대상 교육과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교육은 진행된 바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연중 1회 이루
어지는 BHW 연합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기완 지역 공중 보건의의 인터뷰에 따르면 태
◎◎[기완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

풍 하이옌 이후 외부단체 후원으로 BHW 대상 교육을 1회 진행하였으나 372명의 헬스
요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으며 헬스요원들의 수
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실제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전혀 습득하지

다. 기초 보건의료 및 모성/모자보건 서비스 현황

못하였다고 하였다. 차후 BHW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본 교육부터 보건요

RHU에서는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산전 검사, 기타 전염병 관리, 태풍 하이옌 피해자

원으로서의 적절한 전문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 청소년 성교육 및 환경 위생 등을 관리하고 있
다. RHU에는 하루 30~5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데 방문자 수는 보통 한 명의 공중 보건

① 간호사, 조산사 및 BHW

의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어 RHU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유

간호사와 조산사는 RHS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개의 바랑가이를 순

아 검진센터는 경력이 오래된 조산사들에 의해 간단한 질병(감기, 기침 등)에 한해 처방을

회하며 산모들의 산전, 산후 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 기완 지역은 9명의 조산사가 일하고

하고 있다. 공중 보건의(MHO) 1명이 기완 지역 주민 약 53,000여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BHW들은 이런 조산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나 조산사와 달리

있으나, 인구 20,000명당 의사 1명의 기준(WHO)을 적용 할 때에 기완 지역은 최소 3명

의료 전문인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헬스요원으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대신

의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소정의 보조금 300~500페소(한화 약 만 원)를 받고 바랑가이를 위해 자원하여 활동하고

RHU에서 실시하는 산전·후 검사의 대부분은 임신 테스트, 배 둘레 측정 및 태아 심음

있다.

확인 등으로 대부분 휴대용 도플러(태아 심음기)와 줄자 등을 사용하여 정기검진을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BHW은 심장박동 측정, 혈압 체크 및 모니터링 차트 기재 및

있으며 추가로 소변 검사나, 피 검사, 초음파가 필요할 경우에는 RHU에서 처방전을 받

관리 등이 가능해야하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BHW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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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HW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자

Indicators

Municipal

신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낮은 활동비

Barangays

60

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용직 일을 겸하고 있어서 보건 업무보다는 생업에 더 치중하고

Barangay Health Stations

10

있었다. BHW의 업무 결여로 인해 지역 내 보건소에 보고되지 않은 가정 분만 사례가 현

Doctors

1

지 가구 조사 시에 몇 차례 보고되었으며 낮은 역량으로 간단한 행정업무나 사무 처리도

Dentist

1

모두 간호사와 조산사에게 부담되어 이들의 업무과중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기

Nurses

2

완 지역의 전체 인구수 대비 BHW의 비율은 0.01%로 500여명이 더 필요하지만 정부의

Midwives

12

오래 된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74% 정도의 인력만 충당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Nutritionist

0

Medical Technologist

0

Sanitary Engineers

0

Sanitary Inspectors

2 (1 prov)

Active BHWs

362

호사들을 말하며, 기완 지역은 본 사업에 해당되어 NDP가 활동 중이다. DOH는 2014

Barangay Nutrition Scholar

64

년에 필리핀 내 가장 가난한 군 단위의 도시 1,233개, 크게는 20개의 가장 가난한 주(도)

Accredited BHWs

224

는 증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간호사 파견 프로젝트(NDP, Nurse Deploy Plan)

NDP는 필리핀 정부의‘Universal Health Care’라는 프로젝트로, DOH에서 선발한 간

를 선정하여 지역보건 시스템 강화 및 프로그램 관리의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
였다. NDP는 군이나 시 소속인 지역 간호사나 조산사와는 달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

◎◎<표 6> 2015년 기완지역 의료진 현황
Reference : 2015 Guiuan Annual Acoom Report, RHU

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NDP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단기로 파견되어 파견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의료 인력을 보충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전

마. 모성보건 현황

염병이나 뎅기열 유행 시 바랑가이에서 질병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

①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복지부가 정하는 기간별 특별 활동(영유아 백신 집중 기간 혹은 모자보건 관련 데이터 수집기

DOH R8(Department of Health Region Ⅷ)의 보고에 따르면 기완 지역과 동 사마르가 속

간)에는 보건복지부의 통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있는 REGION Ⅷ의 모성사망비는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

현재 기완 지역 중 날씨의 영향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의 대

며 3년간 평균 산모 100,000명당 92명의 모성사망비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1-2016년

부분은 남자 NDP가 파견되어 공중보건뿐 아니라 조산사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 국가개발 계획 (Philippine Development Plan) 중 보건의료 개발 목표의 모성사망비

섬 지역 주민들은 모자보건 분야의 정보와 서비스를 BHW보다는 주로 NDP를 통해 공

100,000명당 52명(2015년 목표)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급받고 있어 기완 지역 내 NDP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
통 6개월 주기로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기완 지역 내에 자체
적으로 인력보충이나 인력의 역량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NDP 프로젝트 종료 시 보건 인
력의 부족과 낮은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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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개발 계획 Chapter 8 Social Development :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Targets:
2011-2016]

② 모성보건 및 영유아 관리
04

필리핀 모자보건법 에 의하면 현재 가정 분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완 지역 중

◎◎<표 7> 2012-2015 Region 8 모성사망비

보건소 주변에 위치한 바랑가이에서는 가정 분만율은 낮았으나 섬 지역 특히 배로 3시간

Reference : DOH Region 8

이상이 소요되는 술루안과 호몬혼에서는 가정 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2015년 기완 지역 RHU 자료에 의하면 유아(3세 미만) 사망률 1,000명당 1명의 수치를

내 상주하는 간호사나 조산사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국·공립 조산소가 없는 상황에

기록하고 있으며 모성사망비는 0, 신생아 사망률은 6명,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000명

서 산모들이 높은 뱃삯(1인 왕복 200페소)과 출산 비용(체류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

당 11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성사망비는 낮게 나타났지만 5세 이하 아

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완 RHU 모자보건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 된 1,401명 임산부 중

동 사망률은 인구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회 산전 검사를 모두 마친 산모는 907명으로 65%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임율은 38%에
Municipality (51,912)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B (1,047)

Indicators
Male

Female

Total

Rate

Deaths

149

99

248

4/1,000 pop

Infant Deaths

2

0

2

1/1,000 LB

Maternal

Maternal Deaths

0

0

0

0

and Child

Fully Immunized

Health

Child

Deaths due to Neonatal Tetanus

0

0

0

0

Neonatal Deaths

2

5

7

6/1,000 LB

Under 5 Deaths

5

7

12

11/1,000 LB

◎◎<표 8> 2015년 기완 지역 모자보건 사망률

Program

Parameter

RHU 1 (30,817)
Target Accom

%

RHU 2 (21,095)
Target Accom

%

MUNICIPAL(51,912)
Target Accom

%

832

721

87%

569

464

82%

1,401

1,185

84%

832

590

71%

569

444

78%

1,401

1,034

74%

(MCH)
Initiated
Breastfeeding at
birth

Reference : 2015 Guiuan Annual Acoom Report, RHU

04 Philippines Republic Act 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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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성당은 이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매우

Exclusively
Breastfeed up to

649

425

65%

391

302

77%

1,040

727

70%

832

431

52%

569

476

84%

1,401

907

65%

832

486

58%

569

488

86%

1,401

974

70%

832

194

23%

569

233

41%

1,401

427

30%

6 months
Pregnant with
4 Prenatal visits
% of AP taking
iron x 6 mos
% of AP with at
least 2 TT doses
% of PP with at
least 2 PP visits

의지했고 지금도 카톨릭의 뿌리 깊은 전통이 이들 삶에 자리 잡고 있다.
④ 청소년 임신 문제

832

598

72%

569

451

79%

1,401

1,049

75%

Acceptors

지역은 2013년 기준 824,485명의 청소년(13-19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5,000명 이상
관계시 아무런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도 9,000여명은 성관
계를 위하여 돈을 지불한 적이 있고 5,000여명은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적

3,798

2,600

6,398

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23,417명의 15-19세 여자 청소년 중 26,000명(11.6%)이 임신을

Health (WRA)
Modern

The 2013 Young Adult Fertility and Sexuality Study(이하 YAFS)에 따르면 Region 8
(24.8%)의 청소년이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중 173,000명(84%)은 첫 성

Women of
Reproductive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필리핀에 자연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 주민들은 더 종교를

05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
1,360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1,049

2,409

Region 8은 필리핀 17개의 지역 가운데 청소년 동거율은 19.2%로 메트로 마닐라의
38%

◎◎<표 9> Guiuan Annual Accomplishment Report
Reference : 2015 Guiuan Annual Acoom Report, RHU

20.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지 조사 시, 술랑안 바랑가이에서는 무려 청소년 동
거 사례가 15건이나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10대 자녀들이 동거를 하는 것에 대
해 특별히 반대하거나 훈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역 차원에서는 십대 청소년 동거
와 임신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28.1%로,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민다나오 지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소

③ 가족계획

06

년 음주율은 17개 지역 중 3위를 기록하였다 .

기완 지역 내 호몬혼 섬에 있는 까구수란 및 까수구란 바랑가이의 가구 조사(전체 응답
자 수)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역 내 보건소나 헬스 요원들을 통해 피임 도구를 구할 수

있음에도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이들 중 92.8%는 콘돔, 9.6%는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피임 주사, 루프, 임플란트 등의 사용자는 없
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의 피임률이 낮은 원인으로 피임과 낙태를 금하는 정통적
인 카톨릭 보수 신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종교적인
신념이 더 강한 성향이 있다. 기완 지역 내 제일 남단에 위치한 술랑안 바랑가이에는 St.
Antony of Padua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역사가 깊은 이 성당 앞의
St. Antony 동상이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믿고 있
다. 술랑안 바랑가이는 몇 번의 큰 태풍에도 지역 주민들이 성당 안으로 대피를 해 목숨
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 후 몸과 마음에 치유를 입었다
346

05 YAFS, POPCOME Region Ⅷ Aug 22 Part 2, <SUMMARY & CONCLUSIONS>, p21.
06 YAFS, POPCOME Region Ⅷ Aug 22 Part 1, <Demographics Region Ⅷ Youth People>, 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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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Region 8 청소년 동거율
◎◎<표 12> Region 8 청소년 음주율

기완 지역 공중보건의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6년 최근 6개월간 등록된 10대 청소년
임신부는 55명이라고 밝혔으며 주위의 시선을 피해 임신 사실을 감추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소년 임신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현지 조사
시, 기완 공립 고등학교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3명의 10대 임신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속 간호사가 주
기적으로 출근해 임신부의 상태를 체크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해 학교 내에서 성교육은 종교·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힘
든 실정이고 기본 위생 교육에 생식기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교육을 하고 있
는 상황이다.
대부분 기완 지역에서의 청소년 임신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서 더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 임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체
◎◎<표 11> Region 8 청소년 교육수준(초등학교 이하)

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 임신부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Region 8의 청소년 출산 수는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위의 통계 자료를 통해
Region 8의 높은 청소년 동거율은 앞으로도 청소년 임신 및 출산의 빈도가 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어 기완 지역 내 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임신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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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3세~18세)을 대상으로“Peer Educator”를 조직하여 청소년 성교육에 적극 참여시
켜 다른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자신들의 언어로 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기완 지역에는 현재 54명의 청소년 “Peer Educator”가 활동하고 있으며, 춤과 역할
극, 노래와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교육 진행
시, 바랑가이의 일부 보수적인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때도
있다.
② PMPI(Philippine Misereor Partnership Inc)

PMPI는 기완에 있는 호몬홈 섬과 마니카니 섬의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여 재난위험경
감사업을 3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쉼터, 농업, 해양 재원 관리, 의사소통
시스템구축, 자원관리 등에 관한 생계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호몬혼 섬
◎◎<표 13> 2011-2014 Region 8 청소년 출산 수
Reference : POPCOM(The Commission on Population)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광산 채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다. 국내 기관
① KOICA

3) 지역 내 타 기관의 (NGO, 정부, 국제기구) 활동현황 조사 결과

UNOPS(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는 KOICA의 지원을 받아 기완 지역
공립 병원에‘Felipe Abrigo Memorial Hospital and Strengthening Guiuan Inter-Local

가. 현지

정부 기관 : DSWD(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사회복
지부)

DSWD는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4PS)을 중심으로 필리핀 내 소득이 낮

Health Zone’이라는 사업을 올해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실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완 지역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고 태풍 하이옌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지
공립병원의 시설 복구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은 계층의 생활보조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1세~14세 아동
의 건강, 영양, 교육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정기적인 생활 보조금

②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DSWD에서 모성보건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서

국내 NGO로는 유일하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 기완 지역에 아동결연사업과 지역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없고, 기완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DSWD에서도 RHU와 마찬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완 지역 중 40개 바랑가이 2600여명의 아이들(3세~6세)을

로 지속적인 재정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4PS외 자체적인 사업이나 프로

후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연중 건강검진 및 학교와 연계된 어린이

그램 진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위원회를 조직하
는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하여 기완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나. 현지 NGO
① MAG(Medical Action Group)

라. 타 국가 NGO

MAG은 주로 인권과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기완 지역에서는 10개 바랑가이를

기완 지역에는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많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였지만 대부분 태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교육을 마친

풍 하이옌 긴급구호 사업을 마친 후 철수한 경우가 많으며 몇 단체들만 사업 종료 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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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기완 지역에 남아 있다.

나. 바랑가이 캡틴/마을리더
바랑가이 캡틴의 같은 경우, 모성보건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으나 청소년

① Plan International 및 Unicef : 모자보건사업(시설정비 및 산모정기검진 서비스 제공 및
출산키트 제공)

성교육에 대하여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바랑가이
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대부분 지역의 낮

② OXFAM : 태풍 하이옌 긴급 구호 및 재건 사업, 여성 역량강화 사업

은 소득으로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응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기자재나 약품 등

③ CORDAID(Catholic Organiz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Aid, 네덜란드) : 태풍 하이

을 구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옌 피해복구 사업 및 자립 프로그램
④ ACTED(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프랑스) :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 사업 및 WASH 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에 관해 마을 리더들의 인식 변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이
지역 내 청소년과 가임기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역의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사람들로 판단된다.

다. 기완 지역 내 보건소/조산소 관계자

4) 이해관계자 정보 조사 결과

기완 지역 내 전체 보건을 담당하는 공중 보건의(1명)는 환자 진료이외에도 기완 지역
의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중 보건의는 모성보건 사업에 대해

가. 지역 내 가임기 여성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차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 및 진행에 대한

기완 지역의 가임기 여성은 2015년 기준 6,491명으로 집계된다. 대부분 전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보건 관련 행정절차가 공중 보건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동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질 낮은 모자보건 서비스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

기완 지역의 조산사와 NDP는 차후 사업 진행 시 산모 관리, 데이터 구축 등 중요한 역

지 문제들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있으며 이 중, 태어난 지 얼마 안

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가 가중되

된 아기가 죽거나 산후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

지 않도록 BHW 등과의 업무 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BHW들은 대부분 모성

다. 또한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들이 제대로 된 피임법과 부작용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보건 사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바랑

없어 피임 도구를 생각하면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제일먼저 떠오르며 본인에게 적합한

가이 중심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HW들이 보건

피임방법에 대해 상대방과 논의해 본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외에 생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차후 훈련 및 교육 시 이들의 생계를 위협받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전부 본인이 원

지 않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임신을 한 경우 대부분‘신께서 아이를 주
셨다.’라고 믿고 있었다. 최근 들어 점점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

라. 기완 지역 내 기타 보건 관계자

고만 하는 남편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가족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

기완 지역은 정부의 여러 기관과 현지 및 타 국가 NGO가 다양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어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과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차후 사업 계획 시 이러한

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및 단체들 간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의

종교·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 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사업의 상승

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새로운 단체가 기완 지역에 지역 개
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완 지역 내 보건의료 사
업에 승인을 담당하는 공중 보건의는 NGO 사업과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
나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는 관심이 부족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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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사업 계획 시, 단독적으로 지역사회 내 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2)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 모성보건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자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완 지역에는 현재 전체 인구수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인력으로
내용

문제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1. 전반적인 모성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이 낮은 상황이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과 섬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의 의료

- 산전/후 검사에 대한 인식 부족

모성보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

- 낮은 모성보건서비스 이용률
2. 종교적인 신념(가톨릭)으로 인해 피임에 대한
인식 부족
- 낮은 피임 수술률

1. 지역출신

BHW 및 조산사의
적극적인 활동
2. MAG의

청소년 대상 성교육
(인권) 모델 활용

3. 전통적인 출산방법(Hilot)을 더 선호함

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완 지역의 공립 의료시설 중에 하나인 BHS와 RHU에
서는 신생아 예방접종, 결핵관리, 정보제공 등의 단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공립
병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응급상황 시 기완 시내 혹은 주변 도시지역(타클로반)

1.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으로 산모 후송을 해야 하는데 교통수단의 한계가 있다.
호몬혼 바랑가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BHW은 한 달에 300페소(한화 약7,500원)의 저임

- 단순 모성보건 관련 정보 제공
2. 열악한 모성보건서비스
- 공립병원 내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 조산실 내 인큐베이터 부재
- 섬 지역주민들을 위한 Sea 앰뷸런스 부재

1. Plan Int.이 재건 복구한
RHU 조산실 활용
2. 모성보건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RHU의 적극적인 지지

- 제한된 모성보건 인력의 활동 시간
3. 낮은 모성보건 인력의 역량

- 60개 바랑가이(총 52,991명)를 수용하기에 부족
- 응급상황 시 산모 후송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불가

활동하고 있는 헬스요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RHU에서는 주민들에
게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력 및 재정난
이렇듯 기완 지역의 열악한 모성보건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 낮은 모성보건서비스의 접근성
한 의료시설 수(공립병원 2개, 사립병원 1개)

금을 받고 있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광산업으로 이직을 하여 실질적으로 바랑가이 내에

으로 기완 지역은 제대로 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모성보건서비스 관련 훈련 부재

기완지역
모성보건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시설이 있는 시내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교통비가 비싸서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률

4. 청소년 임신
- 단순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

기완지역
모성보건서비스의
낮은 질

대부분의 공립 의료시설에는 대기인원이 많고 불친절한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률

1. RHU 및 BHS를 활용한
모성보건서비스 질 향상

2. 높은 비용의 교통비
- 교통비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시설 이용률이 낮음

의료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성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프
로그램이 필요하며 모성보건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나. 지역주민의 모성보건 관련 인식 향상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모성보건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성보건 서비스

04 변화의 영역 --------------------------------------------------------------1) 주목 분야

에 대해 단순히 BHW이나 간호사의 방문으로 단순 정보만 알고 있으며 산전/후 검사, 안
전하고 위생적인 출산방법, 신생아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문화적인 요인으로 낮은 피임률과 전통적인 출산방법(Hilot)

- 모성보건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을 더 선호하여 출산 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지역 내 청소년 임신

- 지역주민의 모성보건 관련 인식 향상

과 동거에 대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완 지역 주민 중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과 산모들의 모성보건
과 관련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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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프로젝트 요약

지표

•목표(Goal)

기완 지역 산모의 보건시

기완지역 모성보건 서비스의 질과 접근률 향상

설이용률

4)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지표증명수단

기초선

글로벌케어는 보건·의료 단체로 방글라데시, 모로코 등에서 모자보건 사업의 경험과
그 외 6개국에서 기초보건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2013년 하이옌
태풍 피해 긴급구호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함으로 현지 네트워크 및 문화에 대한 이

- 산전/ 산후
•목적(Purpose/Outcome)

- 산전/산후 검사 비율

모성보건 시스템 구축 및 인식개선

- 시설 분만 이용률

검사 리스트
- 조산소 이용
리스트

1. 산전/산후 기록
- 미팅횟수

1. 산전/산후


- 수혜자수

진료부

- 훈련횟수

- 회의록

-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 출석부
- 보고서

2. 기자재관리 대장
1. 보건그룹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체계강화
2. 모성보건 시스템구축
3. 모성보건 인식 개선 및 캠페인

- 설문지

- 약품 리스트
- 수혜자 수

2. 설문지

- 훈련횟수

- 출석부

- 산전, 산후 테스트 결과

- 보고서

- 서비스만족도 조사

- 진단서

3. 참석자수

3. 출석부

- 교육 횟수

- 보고서

-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 설문지

- 홍보물 제작 수
- 서비스만족도 조사

검사비율
58%

해가 깊은 현지 협력단체와 활동하고 있어 차후 기완지역 모성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 수
행에 여러 가지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현지 중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 단체의 특성을 장점으로 삼아 현지조
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우선적인 현지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

- 참석자수

•산출물(Output)

산전 산후

여 현지 중심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05 자료 출처------------------------------------------------------------------1) 문헌조사
- 필리핀 태풍현황 사이트
http://earthquake-report.com/2012/01/17/strong-coastal-earthquake-nearguiuan-samar-the-philippines/
- 필리핀 통계청(PSA)의 기완 인구수
http://nap.psa.gov.ph/activestats/psgc/municipality.asp?muncode=082609000&re

•개별활동(Activities)
1.1 RHU 와 BHW 정기모니터링 및 네트워킹 구축으로
산모관리
1.2 BHW 정기적인 보수/ 신규 교육 실시 (연3회)
1.3 지역사회 보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2.1 BHS 내 응급약품 지급 및 기초시설 정비
2.2 고위험 산모 검사비 지원 및 저소득층 출산키트 제공
2.3 지역사회 health council 및 committee 훈련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연5회)
3.1 청소년 그룹 성교육 지원 (연10회)
3.2 지역사회 어머니들 조직을 통한 모성 보건교육 실시
(연6회)
3.3 IEC 주민홍보 및 브로셔 제작 (10,000부)

gcode=08&provcode=26
- 백과사전 사이트의 기완 지역 일반정보
www.britanica.com/topic/waray-waray
- 필리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
NDP 매뉴얼 : Implementing Guidelines on the Nurse Deployment Projet for CY 2014
2011-2016 필리핀국가개발계획 보건복지분야
- 필리핀 모자보건법
Philippine Republic Act 10354
- 필리핀 인구위원회
www.popcom.gov.ph (P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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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Ⅷ Youth Today : Risk behavior of youth people in eastern visayas
- 필리핀 국가환경개발위원회
National Environment Development Authority (NEDA)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7

08

01

02

09

10

03

04

11

12

05

06

13

14

01 1차 현지조사 RHU 방문 및 공중보건의 인터뷰
02 FGD(Focus Group Discussion)의 Mother Group
03 M
 SWD(Municipal Social Welfare Department office) 방
문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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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까수구란 바랑가이 Village Mapping
05 기완 지역 호몬혼 섬 내 폐쇄된 병원 방문
06 필리핀 코이카 사무소 방문 및 인터뷰

07
08
09
10

1차 현지조사 검토
공청회 준비
공청회
공청회

11
12
13
14

공청회
조산사 인터뷰
RHU 방문
공중보건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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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향후 계획

PART

chapter 03

[보건]

아드라코리아

현지조사를 통해 기완 지역 내 열악한 모자보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현지 정부 및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역 내 실
현 가능한 모성보건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 사업 구상 시, 현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
의 역량과 의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단순히 글로벌케어의 지원으로 끝나는 사
업이 아니라 협력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수행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미흡했던 항
목들을 점검하여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완 지역 이외에 다
른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필요가 있는 지역을 찾아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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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네팔 카브레팔란초크
361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카브레팔란초크(카브
레) 지역에는 690개의 초등학교, 306개의 기초 중등학교, 195개의 중학교, 그리고 83개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의 고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 수도 시설과 위생 보
작성자

아드라코리아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건에 관한 기초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른 이 지역의 식자율은

배경민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보건

121**

2. 시설의 유지 관리
4. 여학생의 생리 위생 교육 및 여성 교사 역량 강화 사업 수행을 목적

대상 국가 및 지역

위생적인 화장실 등은 학교의 기초 시설들이다. 그러나 네팔의 공립교육의 수준은 아주
열악하며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사립학교의 빠른 성장과는 달리 공립학

학교로 기우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3. 수혜자들의 인식개선 교육

네팔

사실이다. 위생적인 학교 주변 환경, 학생 수에 적합한 학교 기구 보급률, 남녀가 분리된

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립

1. 수도시설 및 여성전용화장실 건축

국 가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학교 시설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교의 학생 중도 탈락률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몇 백만 루피

네팔 카브레팔란초크 지역 7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조사 목적

69.8%이다.

지 역

카브레팔란초크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25km 떨어진 카브레팔란초크(카브레) 총 7개
지역- Raviopi, Sunthan, Shyampati, Mahadevsthan, Deupur, Bhumlutar, Hokse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19일 ~ 10월 3일 (총 15일)

조사기간

다. 또한 학습 환경과 학습능력, 교수법을 개발시키고 학교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리더십 자질이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화장실 건축 및 선생님과 학부모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위생적인 여성 화장실은 효과적인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 네팔 여학생
의 초등학교 출석률은 91.4%이지만 중등학교 출석률은 66%로 큰 차이를 보인다(2012,
UNICEF). 이 시기에 여학생들이 월경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결석률과 중도 탈락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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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학교 결석률과 성차별의 간접적인 요인인 열악한 생리위생은
SDG5(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과 SDG6(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

조사 결과

속가능한 관리 확립)의 현실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chapter 02

월경이 시작되면 하루에 3-4회 정도 바꿔줘야 하는데 가난한 네팔의 여성들은 생리
대나 탐폰을 사용할 여력이 없어 대다수의 네팔 여성들은 헝겊 등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 비위생적인 생리대를 이용자가 없는 새벽에 공중 화장실에서 씻어 여러
번 사용한다. 생리대를 세탁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도 없거니와 깨끗한 물이나 비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여학생과 여교사들의 위생공간의 부족 등은 개인의 권리를 저
해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비위생적인 생리대는 비뇨기와 생식기, 그리고 자궁에 감염
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감염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쇼크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식의 부족과 관습이 개발도상국 여학생들의 결석률, 사회적 활동에서의 고

01 일정별 조사 활동 -------------------------------------------------------1) 조사팀 구성

립 현상, 여성 질병과 감염 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그 원인은 아마도 생리를 공론화
국내

하기 꺼려하는 사회풍조로 여학생들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단체명

이번 사업형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학교 기반시설과 위생 보건 교육지
원 사업으로 수도시설 개선 및 여성 전용 화장실 건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

아드라 코리아

아드라 네팔

•프로그램 디렉터: 이대원

•컨트리 디렉터: Josue Orellana

조사 감독, 인력 섭외 및 관리, 모니터링 및 평

외국인으로써 현지 NGO활동 참여에 대한 자문,

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문, 교육 시설 직접관

회의 참여

찰, 사진 촬영, 인터뷰

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는 학교 시설 기능

•프로그램 디렉터: Bidya Mahat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경민

향상과 여성 교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며, 더 나은 교육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현지 파트너

수행
역할

감독 보조, 문헌조사 자료 수집, 설문지 제작,

현지 네트워크 관리, 인력 섭외 및 관리, 통역, 모
니터링

KII, FGD 그룹 인터뷰, School Mapping
Facilitator,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 사진 촬영,
시장조사, 설문지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모티베이터: Chanda Devi Sunar
현지 교육부 관계자 방문일정 조정, 학교 방문 스
케줄 관리 및 조정, KII 및 FGD 그룹 소집 및 통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최기쁨
감독 보조, 문헌조사 자료 수집, 설문지 제작,

역, 면 생리대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 교육, 면 생
리대 만들기 교육 보조, 시장조사 동행

KII, FGD 그룹 인터뷰 기록 및 관찰,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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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조사

Deupur, Kavre
학교1

기간

Shree

활동 내역 약술

8/18(목)

Brahmayani

- 면 생리대 워크샵 참석(네모의 꿈)

Secondary
School

- 문헌조사 자료수집
- 예방 접종, 현지 체류 준비(항공권, 숙소 등)
8/19(금)

- 조사 계획서 영문 번역 및 현지 본부와의 스케줄 조율

-8/26(금)

- 네팔 현지조사원 파악과 현지 상황이해

9/21(수)

Mahadevsthan,
Kavre
학교2

- 현지 체류 준비(여행자 보험, 환율 조사)

Shree

- 인큐베이팅 심화교육 참석

Dedithumka
Higher Secondary
School

8/29(월)

- 면 생리대 KIT 주문(네모의 꿈)

-9/2(금)

- 현지 조사 경비 환전, 인터뷰 답례품 구입

•직접관찰
-화
 장실, 도서관, 교실가구, 운동장과 운동 기구, 교무실, 학교 건
물 등에 대한 물리적 관찰
•수혜자들 대상 설문조사 및 운영위원회 미팅
-조
 사자료 수집을 위한 직·간접 수혜자들 및 지역사회와의 라포
형성과 운영위원회(SMC), 학부모 교사 연합(PTA)과 함께 그들
의 책무성, 참여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토의: KII, 인터뷰
- 학생들의 학교 인식 조사: School Mapping
-여
 성 전용 화장실 접근성에 대한 인터뷰(11-17세 여학생 그룹):
생리대 만들기 실습 및 FGD
•데이터 입력(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
- 조사 정보 기록
- 데이터 번역
•직접관찰

국내

-화
 장실, 도서관, 교실가구, 운동장과 운동 기구, 교무실, 학교 건
- 자문 회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

Bhumlutar, Kavre

- 초점그룹 인터뷰 내용 정리

학교3

-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및 툴 준비
9/5(월)

Shree Prakash

- 숙소 예약, 여행자 보험 가입, 상비약품 구입, 면 생리대 KIT 수령

-9/13(화)

Secondary high

- 현지 조사 내부 점검 회의
- 컨설팅 데이 참석

9/22(목)

- 설문지 현지어 번역

school

Hokse, Kavre

- 현지 스케줄(학교 방문 루트) 확정

학교4
Janata Higher
10/4(화)

Secondary school

- 데이터 분석 및 Draft Report 작성

-10/14(금)

- 조사 보고서 작성

물 등에 대한 물리적 관찰
•수혜자들 대상 설문조사 및 운영위원회 미팅
-조
 사자료 수집을 위한 직·간접 수혜자들 및 지역사회와의 라포
형성과 운영위원회(SMC), 학부모 교사 연합(PTA)과 함께 그들
의 책무성, 참여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토의: KII, 인터뷰
- 학생들의 학교 인식 조사: School Mapping
-여
 성 전용 화장실 접근성에 대한 인터뷰(11-17세 여학생 그룹):
생리대 만들기 실습 및 FGD
•데이터 입력(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
- 조사 정보 기록
- 데이터 번역
•직접관찰

3) 현지조사

-화
 장실, 도서관, 교실가구, 운동장과 운동 기구, 교무실, 학교 건

Shyampati, Kavre
기간
9/19(월)

지역
인천공항
네팔, 카트만두

일정

현지

인천 출발-네팔 카트만두 도착

- 현지 조사원 교육 및 코디

Sanepa, Dhulikhel

School
9/23(금)

- 방문일정 브리핑
9/20(화)

Laxmi Narayan
Secondary

•ADRA Nepal 본부 방문

- 아드라 네팔 소개 및 아동 보호 교육

- District Education Office 방문: 교육부 관계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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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들 대상 설문조사 및 운영위원회 미팅
-조
 사자료 수집을 위한 직·간접 수혜자들 및 지역사회와의 라포
형성과 운영위원회(SMC), 학부모 교사 연합(PTA)과 함께 그들
의 책무성, 참여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토의: KII, 인터뷰

Sunthan, Kavre
학교6
Shree Sharada

- 학생들의 학교 인식 조사: School Mapping
-여
 성 전용 화장실 접근성에 대한 인터뷰(11-17세 여학생 그룹):
생리대 만들기 실습 및 FGD

Higher Secondary
School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남

물 등에 대한 물리적 관찰

학교5

•데이터 입력(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
- 조사 정보 기록
- 데이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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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찰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 화장실, 도서관, 교실가구, 운동장과 운동 기구, 교무실, 학교 건
물 등에 대한 물리적 관찰

Ravi Opi, Kavre
학교7
Shree Gangadevi
Secondary
9/26(월)

School

•수혜자들 대상 설문조사 및 운영위원회 미팅
- 조사자료 수집을 위한 직·간접 수혜자들 및 지역사회와의 라포

Scheer Memorial
Hospital

1

형성과 운영위원회(SMC), 학부모 교사 연합(PTA)과 함께 그들
의 책무성, 참여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토의: KII, 인터뷰
- 학생들의 학교 인식 조사: School Mapping
- 여성 전용 화장실 접근성에 대한 인터뷰(11-17세 여학생 그룹):

Banepa, Kavre

조사 항목

생리대 만들기 실습 및 FGD
•데이터 입력(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
- 조사 정보 기록

화장실 위생 개발 및 건축법, 일회용 생리대와 면 생리대의
장단점

2

학교 공공 화장실 위생 관리법

3

대상지역 여학생 생리대 사용 실태조사

4

네팔 현지에서 대안생리대 및 보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현황과 성공 사례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문헌 조사

15일

자문

7일

설문조사

1일

인터넷 자료조사,
현지 방문

3일

- 데이터 번역
•카브레 지역 병원과의 보건교육 프로젝트 협력 방안 문의
•시장조사
9/27(화)

New Road Market,◈
Lalitpur

•코이카 네팔 사무소 방문

Banepa, Kavre
Bharati
9/28(수)

Secondary
School

Kathmandu

•지역조사 인근지역 타 학교 방문
- 사업 가능성 및 현지 네트워크 기관의 학교재건 활동 파악
•네팔 현지 타 NGO기관 방문
- 네팔 현지 대안생리대 사업 중인 곳 방문(Days For Grils)

Days for Girls

9/29(목)

Lalitpur

9/30(금)

Kathmandu

6

네팔 남녀아동의 교육 참여율 현황
지진 피해지역 학교 재건상황, 안전 파악 및 화장실과 수도시설
상태점검

인터넷 자료조사, 인터뷰

10일

직접 관찰, KII

5일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면 생리대 재료 및 공급계획

- 장서희 부소장과의 미팅(방문목적 소개 및 인사)

Shree Ganesh

5

•ADRA Nepal 미팅
- 사전조사 종료 보고 및 향후 계획 공유
•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
- 설문데이터 입력 및 통계자료 추출
- KII, 인터뷰, FGD 자료 정리
•ADRA Nepal 미팅

7

직, 간접 수혜자 수 및 수요 파악

KII, FGD

4일

8

범분야 이슈(장애, 성인지, 여성)

인터넷 자료조사, KII

4일

9

교육부 관계자들의 학교 환경 개선 참여 여부

KII

4일

10

SMC, PTA 회원들의 남녀 비율, 학교의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

KII

4일

11

여학생들의 성교육 횟수 및 생리자가진단 여부

설문조사

4일

12

네팔에서 INGO활동 및 등록 절차

인터넷 자료조사, 인터뷰

2일

13

남녀 학생들의 학교 환경 만족도

14

대상지역 접근성

15

현지파견자 숙소 및 근무현황

16

대상지역 학교주변 학생 가정환경 및 화장실 상태 파악

설문조사, Mapping,
Ranking

4일

Transect Walk

10일

직접 관찰, 인터뷰

1일

가정방문

1일

- 출장 경비 정산
10/3(월)

Lalitpur

- 현지파견자 거주 공간 및 안정성, 접근성 파악
카트만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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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결과 분석 -----------------------------------------------------------

표자들도 영향력이 부족하며, 정부나 교육청의 소극적인 지원과 무관심 등이 학교의 개
선 의지에 큰 장애가 되었다. 무너지거나 안전 경고를 받아 이용할 수 없는 교실에는 지
진 잔해들을 쌓아두었고, 각 종 원조 물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컴퓨터실, 도서

1) 조사 결과 종합 분석

관, 과학실은 소모품들이 모두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으며 쓸 수
(1) 네팔 정부 및 교육 상황

있는 것들도 분실을 막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네팔은 여러 공여국들의 원조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INGO들의
일회적인 원조로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사업에 불만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나. 위생

2015년 대 지진 이후로 네팔 정부에서는 NGO사업에 투명성을 강조하며 모든 개별적

화장실에는 용변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오물들은 바닥에 오랫동안 방치되

후원금과 물자들을 정부에 신고해야하고 허가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

어 있었다. 수도시설도 열악한 가운데 물로 쓸어내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장실

01

02

었다. 이로 인해 네팔에서는 INGO등록자체가 까다로워졌고, 프로젝트마다 정부의 감

전용 물탱크를 찾아보기엔 힘들었고 화장실 주변의 수도시설은 한 곳 밖에 찾을 수 없었

시가 오가는 상황이다.

다. 전교생 수가 1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되는 학교에서도 화장실 건물은 평균 3, 4

정부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탓에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에 한

개였으며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에도 경고를 받아 쓸 수 없는 화장실 건물이 한 두

계를 느끼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집안의 남자아

개씩 된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을 갖추고

이들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공립학교로 보내고

있었고 역한 냄새와 더러운 위생상태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있었

있어 지역사회의 남녀 성차별 또한 드러났으며, 방문한 지역의 7학교 모두 여학생수가

다. 처음 방문했던 학교에서는 화장실 가는 길의 구석진 공간에서 남학생들이 노상 방뇨

남학생 수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또한 자녀들을 사립

하는 것을 목격 할 수 있었다. 그나마 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화

학교로 보내고 있었고, 네팔 현지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

장실 키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스쿨맵핑 조사에서도 여학생들은 특히 학교

고 싶다고 했다. 만약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사립학교로 전입하려는 학

에서 화장실을 가장 더러워서 가기 싫은 곳으로 투표했고 설문 조사에서 학교 화장실을

생 수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서 학교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정부

이용하기 불편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가까운 친구 집에서 해결한다가

나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51.8%로 가장 높았다.

있어야 될 것이다.
(2) 학교 및 화장실 상태

School Mapping and Ranking Problem

가. 안전

카브레 지역 7개 학교를 방문 했을 때 지진피해가 있은 지 1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피해 흔적들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건물에 금이 가거나 교실 외벽이
파손되었고, 화장실은 교육청에서 사용 금지 경고를 내린 곳도 있었다. 워낙 경제적으로
열악한 빈곤 계층 타망 부족이 밀집한 지역이었고, 정부에서 운영·관리하는 마을 SMC대

01 http://thehimalayantimes.com/nepal/ingos-spending-aid-money-recklessly/
02 www.swc.org.np/SWC%20Information%20Bulleti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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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그룹

여학생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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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은 나무 운동장 교실 사원을 좋아한다고 투표했

모든 여자아이들은 교실과 옥상을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고, 두 명의 학생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싫다고 투표했다.

투표 했고, 싫어하는 곳으로 반 이상의 아이들이 화장실을

학교 뒤 혹은 학교 밖은 시끄럽고 더러워서 싫다고 투표

꼽았다. 이유는 냄새가 심하고 더러워서였다. 나머지 여아

했다.

들은 운동장이 더럽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원을 싫어하는 곳으로 투표한 아이는 기독교인이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 등교시간이 평균 1-2시간이었다. 학교 대부분은 산 중턱 혹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우기 때는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열악한 화장실 환경과 생리통, 생리 중 한 두 시간을 걸어 학교에 출석하는 일은 오
히려 도전적인 일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인지라 약
간의 불편함을 느낄 뿐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난 아이들의 생

파란색: 가장 좋아하는 곳/ 빨간색: 가장 싫어하는 곳
[설문 17문항.]

리위생 인식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후세대들에게도 또한 전해질
것이 안타깝다.

(3) 여학생 생리위생
[설문 12문항]

가. 생리위생 인식

여학생들 대부분은 초경 때 불결하다고 여겨져 남자들을 만질 수도 없고 움막에서 13
일을 격리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생리 때 마다 갇혀 지네야 하는 부정적인 풍습은 점
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사원과 부엌은 드나들 수는 없지만 학교수업엔 참여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나 FGD에 의하면 7개 학교의 114명 여학생들은 생리기간 중 평균 2-3일은

나. 생리 자가진단
◎◎Menstrual self-diagnosis
How How much
Started Ended
many menstrual
date
date
days
bleeding

학교에 결석한다고 했다. 또한 79.8%의 여학생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생적인
생리대로 천을 사용한다고 했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64.9%의 여학생들
은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26.3%의 여학생들은 시장에서 구입해
서 쓴다고 했다.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의 단점으로는 '위생적이지 않다'가 36.8%, '빨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가 32.5% '불편하다'가 18.4% 그 외 '비싸다'가 6.1%가 나왔다.

□Little
DD/
MM
/

DD/
MM
/

  
days

□Normal
□Much

Symptom
□ Constipation
□ Diarrhea
□ Bellyache
□ Breast pain
□ Backache
□ Leg hurts
□ Headache
□ Body aches
□ Uterus with a
wriggle
□ Tired
□ Sleepy
□ Can’t sleep
□ Gain weight
□ Lose weight
□ Increased
appetite
□ Loss of appetite
□ Pot-belly
□ Skin trouble
□ Nausea
□ Swelling

Feeling

□ Joy
□ Sadness
□ gloom
□ Anger
□ Relief
□ Anxiety
□ Nervous
□ Irritation
□ Oversensitive

Ovulation Childbearing
day
period

DD/MM
/

From
/
to
/

Intake
of
Painkiller

□ Yes
□ No

[출처-여성환경연대 레드북: 몸과 마음의 기록]
[설문 7,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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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이용하여 7개 학교 11세~17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 자가진단이 가능
한지를 확인해 보았다. 생리 주기 인식에 관한 예측을 해 봤을 때 최근 생리를 시작한 날
짜와 끝난 날짜를 입력한 여학생들은 114명 중 63명이었으며 입력하지 않은 학생들은
51명이었다. 반면 각자의 평균 생리기간을 아는 여학생들은 96명이었으며 생리양이 얼
마나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도 101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4번 이상
받는 여학생들이 57%였지만, 각자의 배란일과 가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전체 설문조사자 중 106명이 응답하였고, 54.9%의 여학생들이 생리 시 불안감을 느낀
다고 한다. 다음으로 슬픔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성교육

(4) 인식교육
설문 응답자 11~17세 사이 여학생들의 80% 이상이
중학교 때 선생님께 성교육을 배웠다. 92%의 응답자들

네팔의 공립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청소교육이 없었다. 청소부 1명을 고용하여 학교

은 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의 여학생

의 모든 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한 학교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

들은 건강문제 때문에 성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중
학교 교과과정으로 성교육이 일반화 되어가는 추세라
57%의 여학생들은 이미 4번 이상 성교육을 받은 것으

한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들과의 KII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와 학교

로 응답했다. 성교육의 주제는 건강에 관한 주제로 진행

환경미화를 하나의 교육으로 인지하고 배워 왔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자기가

되었으며 성 질환과 피임에 관한 것도 배운다고 한다.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것으로 학교 일과를 마친다고 전했을 때 매우 놀라워했고 그들 또
한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다.

[설문 1-5문항]

화장실 위생인식 상태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FGD 그룹 응답자의 50.9%는 학교 화장
실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고, 45.6%의 여학생들이 불만을 표했다. 114명중 2명이 학교
화장실에 만족해했다. 현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화장실 위생환경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육
을 통하여 인지를 시켜줄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꼈다.

전체 설문 조사자 114명 중 106명이 응답하였고, 생리 자가 증상으로 가장 높은 수치
는 86.8%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다. 그 다음으로 허리통증과 피곤함이 48.1%, 식욕증
가가 35.8%를 기록했다.

총 설문자수 114명 중 27%가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겠
다.’고 대답했고, 25%의 학생들은 ‘변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겠
다.’가 18%, ‘환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11%, ‘화장실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10%, ‘따뜻한 물이 나오면 좋
겠다.’7% ‘화장실에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가 3%를 나
타냈다.

[설문 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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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문에 바쁜 와중에도 웃으며 환영해 주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적극 지원

◎◎표1. 카브레 지역 7개 학교 남녀, 장애 학생, 교사, 화장실 수
총 학생 수

주소

1

Brahmayani S.S
(SatrudhanPra.Shaha)

Deupur, Kavre

2

144

148

292

11

2

Dedithumka H.S.S
(KalyanSinghDhami)

Mahadevsthan,
Kavre

1

254

282

536

6

210

490

3

Prakash H.S.S
Bhumlutar, Kavre
(ChhabiRamanGautam)

장애아동 남학생 여학생

하겠다고 했다. DEO사무실 또한 지진피해로 외벽에 금이 간 상태였다.

총 교사 수

학교/교장

합계

남교사 여교사

합계

화장실

2

13

2

21

3

24

3

700

18

5

23

4

▣

2016.09.21(수)

학교1: Shree Brahmayani Seconrary School
내용: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교장, 여교사1명, SMC 리더1명, 남교사, 회계

4

Janata H.S.S
(UpendraPr.Yadav)

Hokse, Kavre

2

191

189

380

14

4

18

4

5

Laxminarayan H.S.
(BhimsenHumagain)

Shyampati, Kavre

0

157

235

392

12

3

15

3

6

Sharada H.S.S
(RamhariKhatri)

Sunthan, Kavre

0

90

210

300

10

8

18

3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7

Gangadevi S.S
(GitendraKumarYadav)

Rabi Opi, Kavre

2

60

40

100

7

7

14

3

-네
 팔전통이나 관습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자아이들이 집안일

13

1,106

1,594

2,700

93

32

125

22

을 감당해야하고 학교 후에 나무하러 가는 일도 도와야 해서 너무 피곤해 한다.

질문1:이 프로젝트가 학교나 마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 생리인식이 없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며, 2-3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상황

총 학생 수

-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

2) 일정별 조사 활동 내역

- 16,17살이면 결혼도 해야 한다.
- 가난한 아이들은 더 공부하기 힘들다.

▣

2016.09.20(화)

- 아버지들이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권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

방문기관: ADRA NEPAL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방문내용:

- 아드라 네팔이 15명의 아이들을 위해 16년간 장학금을 지원

1) 아드라네팔 CD Josue Orellana, PD Bidya Mahat, Chanda(현지 사전조사원)와 학교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방문 일정 공유
- 아드라코리아, 아드라네팔 소개 및 방문목적 소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할 것이다.

- KII(배경민, 최기쁨, Chanda) & 직접관찰(이대원, Santosh, 학교 관계자) 30분 소요

- 장학생들 더 늘리면 안 될까? 교사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 랜덤으로 한 학급에 방문하여 남녀 그룹별 School mappaing(30분 소요)

-컴
 퓨터실, 도서관 과학실이 있으면 방과 후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교에 더

-8
 -10학년 여학생 15명 무작위 선별 후 설문 조사(30분), 면 생리대 만들기 실습(1
시간), FGD(30분)

2) 아드라네팔 소개 및 네팔 아동 보호 협약 교육

남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 공동체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 직접관찰
- 교실:12개
-5
 세 이하 유치원교실 1 책상6개와 의자 없이 바닥에서 공부(카페트 청결상태 좋지

방문기관: District Education Office
방문내용: 지역 교육부장과 미팅(방문목적 소개)

-카
 브레 지역 DEO를 방문하여 교육부장 2명과의 면담에서 타국에서 온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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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 대부분의 교실에 책걸상이 부족하고 혹은 파손되어 있었다.
-교
 실도 부족하여 아이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나머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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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운동장에서 대기해야 했다.
- 전기, 인터넷 시설 없음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없음

-화
 장실: 3개/ 분리된 화장실이 아니며 남학생들은 학교 구석진 곳에서 노상방뇨
를 한다.
- 환기구도 없고, 수도 시설조차 없었다.
- 물탱크가 있으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빗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산
 에 마을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쓰는 큰 물탱크를 만들어놓고 내려 쓴다고 한다.
배수시설도 없다.

내용: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남교사 2명, 여교사 1명, 교감 1명, 남자 학부모 1명
(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부재중)

- 식수: 수도 1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됨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도
 서관, 실험실, 컴퓨터실이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해 모든 자재가 파손되었으며

- 남자는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자는 공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차별이 있다.

교실도 무너져 내려 교실 문을 잠궈 놓고 활용하지 않는 상태

-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석이 잦고 학업보다 집안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쓰레기통: 입구에 1개가 있고 대부분 쓰레기는 운동장에 버려짐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 급식시설이 없어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기를 싫어한다.

-R
 HEST라는 NGO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19명에게 장학금을

• 설문지 작성: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의 설문지 작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질문
내용이 유익하였으며 분위기가 좋았다.

• 생리대 만들기: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으나 시험을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
여 다 완성하지 못하였다.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지만 수준이 좋지 못했다.

• FGD

지급하고 있고, 교복, 문구류, 학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봉사자들을 파견하여 일
주일에 한번 수업을 진행한다.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총
 학생 수에 비해 물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다. 여학생 생리 관련한 편의
시설이없다. 도서관과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기타. 남교사와 여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는가?

만들기가 쉽고 재미있었다.

-남
 자 교사들의 대답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여학생들의 생리기간이나 비밀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미 천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도 만들어 쓸 것 같다.

이야기를 여교사한테 털어놓고 있다.

• 직접관찰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 교사: 총 24명 남교사: 21명 여교사: 3명

생리기간 중 사원이나 부엌에 못 들어가지만 학교에 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관습

- 총 학생수: 536명 (여학생 1명이 의족을 끼고 있다.)

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 SMC: 9명 4명 학부모(2명 어머니)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컴퓨터 인터넷 전기시설 없음

공부에 방해가 된다. 실제로 생리 중에는 2,3일 결석하고 있고, 학교에 가길 원하지

- 화장실 3개

않는다.

-교
 실36개/ 1명의 여교사가 한 학급의 56-67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선생님

질문5.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새면 남자애들이 놀려서

378

학교2: Shree Dedithumka Higher Secondary School

이 부족한 실정이다.

• 설문지 작성
• 생리대 만들기/ 3그룹으로 나눴고 참석자 18명 여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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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D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는 교사는 집에 다녀오기도 한다. 교사들이 아침수업 담당을 꺼려한다.

• 직접관찰

만들기가 재밌고 집에 가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 교사: 총 23명(남 18명, 여 5명)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 학생: 총 700명(남 210명, 여 490명)

나중에도 쓰고 싶고, 쓸 거 같다.

- 장애아동: 총 6명(남 5-신체장애, 여 1명-정신장애)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 SMC: 9명(교사 2명, 학부모 7명(어머니 2명))

전통은 따라야 하지만 학교는 올 수 있다.

- 교실: 지진 전 23개, 지진 후 8개(남은 교실을 임시 교실로 사용), 외국봉사자들이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지만 학교를 결석하지는 않는다.

양철로 된 임시교실을 지어줌
-화
 장실: 물 공급 파이프가 있다.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아이들의 놀림을 받은 적이 없다.
▣

2016.09.22(목)

물 부족, 화장실 부족(아드라 네팔에서 8000리터 물 제공)

• 설문작성
• 생리대 만들기
- (여교사가 생리대 만들기에 참여하여 아이들을 도왔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음), 완성하지

학교3: Shree Prakash Secondary high school
내용: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여교사 1명, 남교사 3명, 마을 이장 1명, SMC chair person 1명 (교장- DEO

못했음

• FGD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건강에 깨끗하고, 안전하다. 좋다.

방문으로 부재중)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사용하길 원한다.

컴퓨터, 도서관, 책상, 가구들이 지진피해로 파손되어 하나도 쓸 수가 없다.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다우리로 여자아이들의 조혼, 집안일이 늘 우선순위에 있다. 농번기에는 잦은 결

차별은 없지만 사원이나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석, 사립학교가 주변에 없어서 남자아이들도 이 학교로 출석 중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다른 이유는 없고, 통증이 있다.

아드라 네팔, 노르웨이, 이탈리아 외에 정부에서 위성시스템을 만들어 9-10학년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온라인학습을 제공할 예정이라 공사 중이었음. 아직 어떤 수업을 진행

남자아이들이 생리하는 것을 알고 수근 거렸을 때 부끄러움

할지 모름. 태양열 판넬 이용해서 일부교실 전기공급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학교4: Janata Higher Secondary school

컴퓨터, 가구, 수도시설, 정수기, 도서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지진으로 인

내용:

해 파손되어 다시 후원받기를 원한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자아이들의 위
생 건강에 위협적이다. 교실이 안전하지 않다. 교실이 부족해서 아침/오후반으로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SMC 부모 4명, 남교사 2명, 교장

나눠서 수업을 진행해야한다. 교사가 8시간 정규근무를 해야 하고, 아침수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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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남자아이들 놀림이 없다.

모든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아 정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줬다. 여학생들의
위생이 걱정된다. 여성전용화장실이 있지만 멀어서 사용하기 힘들다.

▣ 2016.09.23(금)

다우리, 폭력, 지진 피해에 노출, 생리 중 여아들의 결석, 공급할 생리대가 없다.물

학교5: Laxmi Narayan Secondary School

공급 시설이 열악하여 화장실 이용이 힘들다.

내용: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아드라네팔 외에 정부에서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1년에 400루피-실상 별 도움이되지
않는다.)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여학생들이 집안일을 우선시 한다. 집안의 경제적위기로 생

가구, 도서관이 없다. 컴퓨터가 12개가 있었는데 5,6개만 이용가능하다. 정부에서

계유지를 위해 카트만두로 나가 일을 해야 해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 보수공사를 위해 600,000루피를 지원했고, 지금은 별 다른 지원이 없다.

타망(원주민) 커뮤니티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없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 직접관찰

알지 못하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교사: 총 18명(남 14명, 여 4명)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 학생: 총 380명(남 191명, 여 189명)

아드라네팔이 지진 피해 직 후 TLC(Temporary Learning Center)를 만들어 4개 교실

- 장애아동: 여학생 2명(정신, 정신지체)

을 한번에 수용할 만한 큰 천막을 이용하여 교실을 운영했음.

- SMC: 2명의 교사, 3명의 어머니

UNICEF에서 2016년 8월에 2개의 교실 건축을 지원했고, 나머지 2개의 교실을 추

- 교실: 22개(지진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교실도 포함)

후 건축할 예정임. 문구류, 책등을 후원하였고, 시뷔시라는 커뮤니티가 참여

- 화장실: 총 4개(정부에서 경고 2곳, 나머지 2곳도 안전하지 않음)

여 500M지하수를 사용가능하게 함.

- 물탱크: 10,000L의 물이 있고, 물 호스로 공급받는다.(아드라 네팔에서 지원)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 설문작성
• 생리대 만들기
• FGD

하

컴퓨터 교실, 과학실필요하고, 교실수가 부족하다.
여학생들이 생리기간 때 화장실이용이 불편하다.
8-10학년 아이들은 생리 기간에 학교에 오기 싫어한다.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지진피해 이후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경고를 줬고, 2, 3층을 철거한 후 600,000-

만들기 쉽고, 예뻐서 좋다.

700,000루피를 지원하여 새로 보수를 했지만 겉으로만 좋아 보일 뿐 안전하지는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않다.

지금은 천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쓰고 싶다.

• 직접관찰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 교사: 총 15명(남 12명, 여 3명)

다른 차별은 없지만, 부엌, 사원 등 출입 금지, 학교는 갈 수 있다.

- 학생: 1-10학년 292명(남 127명, 여 165명), 11-12학년 약 100명(남 30명, 여 70명)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아동: 없음

아프고 걱정 되서 공부에 방해는 되지만 결석은 하지 않음

- SMC: 정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따라 재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3명의 어머니와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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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chair pers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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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16개(화이트보드)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화
 장실: 총 3개(남 1, 여 1, 교사 1) 남학생, 여학생 화장실에서는 대변을 볼 수 없

별다른 이슈 없음

어 교사에게 열쇠를 받아 교사화장실을 이용해야 함, 여학생 화장실 대변기에는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오물이 꽉 차 있어서 사용할 수 없음.

다른 NGO의 도움이 없었음.

교사 화장실에 수도꼭지 1개로 각 칸(2개)마다 물을 받아 용변을 처리함.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 식수대: 아드라 네팔 외 여러 곳에서 후원받아 식수대를 설치(수도꼭지 3개)
-도
 서관: 원래 있던 건물에 균열이 있어서 새로 지음. 책도 많고, 책 상태도 양호
함, 전기시설이 없어서 어둡고, 양철지붕, 벽이 있고, 창문 2개
- 청소 시스템: 청소부가 1명 있음. 15일마다 날짜를 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청소를 함.
쓰레기는 모아서 한 번에 소각

학교 운동장의 운동기구, 급식 시스템이 필요함. 교실 건물이 낡아서 안전하지 않다.

• 직접관찰
- 교사: 총 18명(남 10, 여 8명)
- 학생: 총 300명(남 90명, 여 210명)
- 장애아동: 없음

- 음악실은 없고, 악기가 3개있음

- SMC: 정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회원을 재구성해야함.

-모든 교실이 양철지붕이라 우기 때는 매우 시끄러움

- 교실: 지진 전 18개 지진 후 11-12개만 이용가능

• 설문작성
• 생리대 만들기
• FGD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좋았다. 나중에도 만들어 보고 싶다.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원주민이라 전통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
 장실: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여학생 2개, 남학생 1개는 소변만 보
는 곳으로 이용
- 수도공급시설에는 문제가 없다.
-청
 소부가 1명 있지만 화장실과 교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겨볼 예정이다. 아이
들에게 청소에 대한 교육이 없다.

• 설문작성
• 생리대 만들기
-도
 와줄 수 있는 여교사가 없어서 직접 아이들을 도와줘야 했고, 아이들이 바느질

학교에 오지만, 고통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법이나 심지어 매듭짓는 법도 몰랐다. 생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4명이 있었다.

놀림 받지 않는다.

• FGD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

2016.09.23(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바늘에 찔려서 아프다.

방문학교: Shree Sharada Higher Secondary School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내용:

너무 좋아서 나중에도 쓸 것이다.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교장(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수업이었고, 축제 준비로 인해 교사들도 빨리 퇴근),
여학생들 18명이 남아있었음.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첫 생리 때는 무조건 격리되고, 13일 동안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
고 남자가족들은 만져서도 안 되며 따로 자야한다. 이 전통으로 인해 여아들이 화
가 나있다. 요즘은 7일로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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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냄새가 심하고 더러워서였다.

고통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

x나머지 여아들은 운동장이 더럽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원을 싫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하는 곳으로 투표한 아이는 기독교인이었다. 남학생들은 나무 운동장 교실 사원

남학생들에게 놀림 받지 않는다.

을 좋아한다고 투표했고, 두 명의 학생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싫다고 투표했다. 학
교 뒤 혹은 학교 밖은 시끄럽고 더러워서 싫다고 투표했다.

▣ 2016.09.26(월)

• 직접관찰

방문학교: Shree Gangadevi Secondary School

- 화장실: 교사 1, 여학생 1 남학생 1(각각 두 칸)

내용:

한 달에 한번 청소를 한다고 한다. 상태는 바닥에 오물이 가득했고 말라 있었으며,

•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 대상: 교장, 여교사 2명, 남교사 3명, SMC 대표 1명
- 교사: 총 14명(남 7, 여 7)
- 학생: 약 100명(남 60명, 여 40명 1-10학년까지-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 남학생수가 많음)
- 장애아동: 남 2명(1명 정신지체, 1명 신체장애)
-S
 MC: 정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멤버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현재는 대표만 있음)
- 교실: 13개(컴퓨터실, 교무실 포함)

냄새가 심각했다. 교사화장실에만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 도서관이 없고, 청소부가 1명 있음.

• 설문작성
네팔에는 네팔력이 있어서 설문지에 적힌 날짜와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 생리대 만들기
생리를 하는 고학년의 여학생이 12명밖에 없었고, 여교사 2명이 생리대 만들기에
참여해 주었다.

• FGD

질문2. 마을이나 학교에 여자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는가?

질문1. 생리대 만들기는 어떠셨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망커뮤니티 혹은 탈릿 커뮤니티 학생들

만들기 쉬운 편이다.

이다. 탈릿 커뮤니티 가정은 매우 가난하다.

질문2. 친환경 면 생리대를 앞으로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질문3. 다른 NGO가 학교를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

지금은 천을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만들어 쓸 것 같다.

아드라 일본이 학교 건축을 후원했고, 현지NGO 나마스떼가 지하수 시설을 설치

질문3. 생리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예: 차별, 격리 등)

하는데 1,000,000루피를 후원함.

따로 차별 받은 적은 별로 없지만 소소한 것에서 남녀차별이 있다.

질문4.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질문4. 생리가 당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생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총 학생수가 300

생리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석도 없다.

명이 줄었다.

질문6. 생리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 School mapping and ranking problem(여 10명, 남 10명)
남학생, 여학생 두 그룹에게 전지를 나눠주고 학교를 그리라고 했으나 자와 연필,

남자아이들의 놀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생리를 시작했다거나 생리중이라는 것을 쉬쉬하는 편이다.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잘 그리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아이들이
그리기를 머뭇거려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그리는 것을 도와주셨다. 색칠도 하고 생

방문기관: Scheer Memorial Hospital

각보다 아이들이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모든 여자아이들은 교실과 옥상을 가장 좋

방문내용: 신생아 모자 기증 및 보건 위생 프로젝트 문의

아하는 곳으로 투표 했고, 싫어하는 곳으로 반 이상의 아이들이 화장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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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heer Memorial Hospital은 카브레 지역 바네파에 위치한 대형 병원이다. 아드
387

라 코리아에서 신생아 모자를 후원받아 이 병원을 통해 산모들에게 전달했고,

-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기관 중 하나이며 네팔 현지인인 프로그램 디렉터

보건 위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Susen A. Mole은 네팔의 여성들과

Maya Khaitu가 네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네팔 현지 여성들 8명이 재봉을

Days For Girls라는 네팔에 최적화된 면 생리대 키트를 소개해주심. DFG는 네팔

하여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급을 하고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에서 여학생들과 엄마들을 대상으로 생리위생을 교육하고 생리대 키트를 제공

생리대 키트를 제공하며 어머니들과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며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10개의 NGO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했고 아드라 코리아의 방문을 환영했다.

• 슈프림 사이즈:
▣ 2016.09.27(화)

- 750루피(구성: 면 생리대 2개, 패드 6장, 팬티 2장, 비누)

방문기관: New Road 시장

- 출산 후 어머니들 혹은 생리 양이 많은 날 쓸 수 있는 패드로 구성되어 있음

방문내용: 여학생들에게 친환경 면 생리대 보급을 위한 시장 조사

-D
 ays for Girls에서 사용하는 면과 같은 천을 서너 곳에서 봄, 융은 가로1미터 X 세
로 130센티미터:100루피 (면은 1미터에 50루피)

• 디럭스 사이즈:
- 665루피(구성: 면 생리대 1개, 패드 6장, 팬티 1장)
- 생리를 시작한 여아들 혹은 출산 전 성인이 주로 씀

- 융 1롤은 15미터이며 1미터에 275루피 100년 이상 된 가게에서는 몇 군데의
NGO에 대안생리대 사용을 위한 천을 공급한다고 했다.
- 100%순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발진이 있을 수 있음.

▣ 2016.09.29(목)
방문기관: ADRA NEPAL
참석자: Josue, Bidya, 이대원, 최기쁨, 배경민

방문기관: KOICA 네팔 사무소

사전조사 브리핑:

방문내용: 네팔 코이카 장서희 부소장 미팅

1. 학교 상태에 대한 느낀점

- 방문목적 소개 및 네팔에서의 사업 가능성 문의
-현
 지 한국직원(코이카 ODA인턴 파견 가능 확인문의) 파견 및 타 NGO 현지직원 평균
인건비

카브레 7개 학교 모두 아드라 네팔의 보고 대로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열악했으며, 화
장실의 환경이 여아들의 위생과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학교 전체에 도움이 시급
해보였고, 몇몇 학교 건물은 지진으로 인해 외벽에 균열도 있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아들은 더러운 화장실로 인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다고 대답했고,

▣ 2016.09.28.(수)

방문기관: Banepa, Shree Ganesh Bharati Secondary School, Panchakanya Primary

스쿨 맵핑을 통해 특히 여아들은 화장실이 가장 싫은 곳으로 투표하기도 했다.
아드라 코리아는 여전히 여성전용화장실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구상중이기에 남아들

School

의 화장실 공사가 같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예산관리 상 아드라 네팔 측이 방안을 마련했

방문내용: 아드라 네팔의 카브레 바네파 지역 학교 재건 프로젝트 방문

으면 좋겠다.

-아
 드라 네팔의 후원으로 학교 화장실이 개선되었으며, 타일까지 붙어있어 청결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천장은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전기시설이 없어도 낮
에도 환하게 사용가능하였다.

2. 대안 생리대
생리대 만들기 실습을 할 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했으며 쉽고 예뻐서 이것
을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만들기를 완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
를 해야했다. 대안 생리대 사업을 진행 중인 DAYS FOR GIRLS를 방문했을 때 아드라

방문기관: DAYS FOR GIRLS

코리아와 아드라 네팔도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방문내용: 네팔 현지 대안생리대 사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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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학교의 교육 중 아동들에게 청소 교육이 없고 청소를 한 달에 한번만 시키기 때문에 새
로운 화장실을 만들어도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관리가 힘들 것이다.

• 설문조사 결과 카브레 지역 7개 학교 114명의 여학생 중 45%는 생리 자가 진단에

4. 코이카 방문

서 본인들의 다음 달 생리기간을 예측하지 못했다. 정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성교육

코이카의 새로운 장서희 부소장과 인사를 나눴고, 방문목적을 소개 하고 앞으로 아드

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114명의 여학생들은 배란일과 가임기 또한 예측하지 못

라 네팔과의 사업을 진행할 때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5. 향후 계획 공유

했다. 더불어 여학생들의 83%는 생리대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는 천을 사용 중이다. 카브레 지역의 여학생들 대부분은
타망 부족 출신들이며 그들의 부모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생리를 위해

▣

2016.09.30.(금)

만들어진 생필품을 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고, 경제적인

- 보고서 초안 작성 및 피드백

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이 많다. 어머니들이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게 여학생들도

- 설문내용 코딩 및 통계 정리

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라고 판단되어졌을 것이다. 더군다나 불편한지
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생각하며 나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

▣

2016.10.03(월)

방문기관: 아드라 네팔, Guest House
방문내용: 현지 지역조사를 위한 경비 정산 및 해외 봉사자 혹은 현지파견자 숙소 확인

는 습관을 길러 큰 병을 예방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인 친환경 면 생리대와 친환경 세제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 네팔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여러 현지 NGO기관(Beyond Nepal, Days for Girls, Save
the Children 등)에서 대안생리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

다. 하지만 그 수요나 지원이 부족하여 타겟 지역 외에는 대안생리대가 보급되는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것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오랜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관습의 영향으
로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인식개선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NGO들의 꾸준한 활동이나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그 영향에 따
라 관습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 해 가고 있고, 여성들의 인권 또한 향상되어 가고

• 여학생들의 생리 자가 인식 향상을 위한 생리위생 교육 실시 및 지속 사용 가능한
친환경 면 생리대 보급, 사용 유도

• 7개 학교에 여성전용 화장실 건축 및 수도시설 상태 개선과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도구 보급 및 청소교육 실시, 연 1회 환경미화
의 날 지정하여 교육부 관계자 참석 유도 및 심사로 깨끗한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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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MC에서도 어머니들 또한 참여하고 있으며 생리 기간에도 여학생들은 큰
불편이 없으면 학교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카브레 지역 7개 학
교의 여학생들에게도 온전한 그들만의 면 생리대와 친환경 세재를 공급하여 그들
의 보건 위생 인식의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 카브레 지역 7개 학교의 기초시설인 모든 화장실 및 수도시설의 개선은 시급한 상
황이다. 모든 학교의 평균 화장실 수가 3-4개 수준이었으며 각 화장실 건물에 물

• SMC와 PTA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회를 구성하고, 여교사들에게 생리위

탱크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의 수에 비해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생 교육을 실시하여 어머니회에 교육의 필요성을 깨우치고 모임에 참여를 유도하

화장실 때문에 학생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도 목격했다. 이것은 교육부의 관

며 그들에게 친환경 면 생리대 및 친환경 세제 만들기 교육하여 여학생들에게 지속

심과 재정적인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

가능한 생리대 사용을 권장

측은 화장실과 그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에 대한 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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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깨끗한 학교 위생환경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
소도구 보급 및 청소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것을

2

친환경 면 생리대 보급 및 사용률

여학생들의 생리대 사용현황
(천: 83%, 면 생리대 10%, 일회용 생리대: 7%)

한 달에 두 번만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청소부는 각 학교당 한명씩만 고용하여 모
든 학교 구석구석의 청소를 담당하게 하지만 청소를 위해 사용되는 수도시설이 없

3

고,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또한 남녀 학생들도 화장실이 더러워서 이용조차 꺼리

여성전용화장실 및 수도시설 건축 진행률 및
건축 수

열악한 여성전용화장실 환경 및 여성전용화장실 부재

고 있으며 지진피해로 인해 아직 재건되지 않아 사용에 부적합하여 경고를 받은 곳

4

화장실 만족도 증가

화장실 만족도 2.7%

이 더러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로 인해 설문 응답자 114명 중 51.8%

5

청소횟수 증가

월 2회

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 집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다. 또한 화장실 만족도를

6

환경미화 심사 여부(연1회)

-

조사했을 때는 화장실의 열악한 위생 상태에도 불구하고 45.6%만이 불만족 했으

7

여교사의 위생인식 증가

-

며 50% 이상이 그저 그렇다고 했다. 더럽고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학교 기초 위

8

어머니회 구성여부

어머니회 없음

9

여교사와 어머니들의 생리위생 교육 참여횟수

-

친환경 면 생리대, 세재 생산 수

-

생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있고 노상방뇨를 하며 주변 교육
환경까지 해치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2015년 지진피해 이후 아드라 네팔은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등의 후원을

10

받아 꾸준히 카브레 지역의 학교 재건사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물탱크 설치 및 물
제공, 식수대 설치와 TLC를 건축해 왔다. 하지만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위생 환경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에 대한 개선 사업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다.

• 카브레 지역 7개 학교의 평균 여교사들의 수가 남교사들의 수에 두 배가 부족한 상

현재 네팔 정부는 INGO의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할 뿐만 아니라 NGO단체들

황이었다. 남교사들은 여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여학

의 역할과 실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INGO등록이 힘들

생들은 여교사와의 상담을 원하지만 여교사들의 수가 부족하여 모든 아이들의 상

고, 현지 Local NGO와 연계로 파트너십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아드라 네팔은 1987

담을 다 감당해 내기 역부족이라고 했다. 여학생들의 생리위생 인식 교육이 충분하

년부터 INGO로 등록하여 30년간 건강, 생계, 거버넌스, 긴급구호, 재해위험감소와 교육

다면 여교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2015년 5월 지진피해가 극심했던 카브레 팔란초크 지

• SMC와 PTA가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재난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드라 네트워크를 통해 일

머니들은 소수 이다. 점차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추세지만 성 불평등은

본,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한국 등의 후원을 받아 아동결연 프로젝트 및 TLC(Temporary

아직도 여전하다.

Leaning Center)를 제공하고, 음수대 및 수도시설 개선, 물탱크를 제공하였다.

아드라 코리아는 아드라 네팔과의 파트너십으로 현지에서 정부의 NGO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로컬 NGO와의 협력이 준비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코이카와의 국제개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발 협력 사업으로 다년간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보건 위생 분야에서 성과
지표

기초선
생리자가진단표 완성률

1

여학생 생리자가진단표 완성률

1.1 여학생의 60%가 다음 생리 일자를 예측할 수 있다.
1.2 여학생의 100%가 배란일과 가임기를 알지 못한다.

를 이루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드라 캄보디아와 협력하여 화장실 건축 사업을 진행
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아드라 네팔과의 협력으로 화장실 건축 및 수도시설 개선 사업
과 선진문화의 교육 및 위생 인식 개선을 접목하여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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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료 출처-------------------------------------------------------------------

김미경 네팔 보건
위생 전문가

https://www.sc.or.kr/guide/nanum-detail.do?pageDetail=28711

자료 출처
http://thehimalayantimes.com/nepal/ingos-spending-aid-money-

여성환경연대

recklessly/

‘레드북: 몸과 마음의 기록’- FGD 그룹 설문 조사 생리 자가 진단표 활용

http://thehimalayantimes.com/?s=ingo
http://thehimalayantimes.com/business/nra-allows-ngos-ingos-

이지은

네팔에서 INGO의
활동 현황

‘쉽게 따라하는 핸드메이드 생리대 ’- 면 생리대 제작 방법 참조
‘화장실에서 놀자 : 학교에 대한 즐거운 상상’- School Mapping 참조

WHO

extend-grants-earthquake-survivors/
http://admin.myrepublica.com/society/story/41376/locals-unhappywith-i-ngo-work-in-quake-districts.html
http://admin.myrepublica.com/feature-article/story/40594/bad-

‘A guide to the development of on-site sanitation’

monitoring-dogs-ngos-rebuilding-sindhupalchowk.html
http://www.myrepublica.com/news/848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ICEF DATA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I):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https://data.unicef.org/wp-content/uploads/2016/06/SOWC-2016_alltables_261.xlsx - 네팔 학령기 아동 공립학교 참여율
‘WASH in Schools Monitoring Package’- 학교 기본 식수 위생 시설 관리 지침

UNICEF

http://www.unicef.org/wash/schools/files/4_UNICEF_Rajashi_PPT_
(Final).pdf

ADRA Nepal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1. 학교1-Shree Brahmayani Secondary School

https://adra.org/tag/nepal/
https://www.facebook.com/joinADRANepal/?fref=ts
http://www.daysforgirls.org/

DAYS FOR GIRLS

https://www.facebook.com/Days-for-Girls-Nepal1646791805598056/?fref=ts

Reusable Menstrual
Products

Sanitary pads and
School attendance

Beyond Nepal
Social Welfare Council
Nepal

http://www.labyrinth.net.au/~obsidian/clothpads/proscons.html
01

02

03

04

https://www.devex.com/news/sanitary-pads-and-school-attendancethe-numbers-and-what-they-mean-87748

https://beyondnepal.org/
http://beyondnepal.tistory.com/
http://www.swc.org.np/?page_id=189 - INGOs Evaluation Report
www.swc.org.np/SWC%20Information%20Bulletin.doc

01 학교관계자들과의 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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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2-Shree Dedithumka Higher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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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진행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

- KII 질문지
chapter 03

- Observation Sheet
- School Mapping & Ranking
- 설문지
- 면 생리대 만들기
- FGD
- 면 생리대 만들기 매뉴얼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7개 학교 중 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보

01 문제 분석 -------------------------------------------------------------------

건 위생 인식 개선 및 화장실 건축과 수도시설 개선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관계자들과 SMC(School Management Committee), PTA(Parents & Teacher's
Association)를 주축으로 한 학부모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 인식개선, 여성전용화장

실 건축,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도구 보급 및 청소교육실시, 현지의 타 NGO기관과의 협
력으로 여학생들의 생리위생 인식 교육 및 친환경 면 생리대 보급을 실시할 예정이고, 어
머니회를 구성하고 여교사들과 어머니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생리위생 인식교육실시 및
친환경 면 생리대, 세재 만들기를 교육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과정 및 성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토대로 남녀 학생들의 위생 인식 개선 및 학교 환경 개선으로 사립학교로
의 전입을 막고 학교 출석률과 학업 참여도가 증가되며 여학생들의 생리위생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여자들의 생리에 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 여자들
의 인권에 위협이 되는 극단적인 관습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별첨]
1. 문제분석
2. 목표분석
3. 사업 논리 모형(PDM)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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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목표 분석 -------------------------------------------------------------------

•산출물(Outputs)***
1. 여학생 생리위생 인식개선
1.1 여학생 생리위생 인식교육 실시

1.2 친환경 면 생리대 보급

-여
 학생 생리위생 인식교육
횟수(분기별 1회)
-친
 환경 면 생리대 보급률
100%

보고서

보고서

2. 여성전용화장실 건축 및 유지보수
2.1 각 학교당 2동의 여성전용화장

- 건축진행률, 보수/건축 수

보고서

2.2 남녀학생 청소교육 실시

- 청소교육 횟수(주1회)

청소계획표, 체크리스트

2.3 환경미화 캠페인실시

- 환경미화 심사 (연 1회)

교내 환경미화 평가 보고서

실 건축(14개) 및 수도시설 개선

3. 여교사 및 학부모 생리위생 교육실시
3.1 학부모회 구성

03 사업 논리 모형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목표(Goal)*

가정

3.2 여교사 생리위생 인식교육

- 3개월간 최대 10명의 학부
모회 구성여부
- 여교사 생리위생 인식교육
횟수(분기별 1회)

생리대 패키지, 친환경 세제 만들기

- 교육 횟수(분기별 1회)

•목적(Purpose/Outcome)**

1.1.2 여학생들 대상 생리위생 수업(분기별 X 3년)

1.1.1 생리위생 인식교육 강사초빙(연1회 X 7개 학교)
1.1.3 생리자가진단표 1,600장 제작 및 배포(연1회 X 3년)

-여
 학생의 생리 자가 진단표
완성률 80%
-여
 학생의 친환경 면 생리대

생리자가진단표, 설문조사, FGD,
보고서

-여
 성전용화장실 만족도 증
가율 60%
- 청소횟수 증가

-친
 환경 면 생리대 생산 수
(1년 10개의 패키지)

•투입물(Inputs)

-1차년도 구입, 3차년도 구입

- 예산(친환경 면 생리대 구입비,
강사 교통비, 여성전용화장실 건
축비, 수도시설 개보수 비, 청소

2.2.1 청소도구 구입(분기1회 X 3년)

도구 구입비, 모니터링비, 인건

2.2.2 청소교육 실시(분기1회 X 3년)

비, 친환경 면 생리대 재료비, 친

설문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기초

2.3.1 환경미화의 날 캠페인(연 2회 X 3년)

환경 세재 재료비, 어머니 모임

선 조사, 청소계획표, 체크리스트

2.3.2 교육부 환경미화 심사위원 초청(연 1회 X 7개 학교 X 3년)

다과비, 여교사 모임 다과비, 캠
페인 활동비)

3.1.1 어머니회(SMC, PTA 회원 중) 구성(3개월 내 1회 X 7개 학교

- 여교사 위생인식조사
3. 여교사 및 어머니의 역량강화

1.2.1 친환경 면 생리대 패키지 구입 1,600개(연1회)

2.1.1 여성전용 화장실 건축+수도시설 개보수(1,2차년도)

사용율 90%

및 교육 환경 변화

학부모 참가 명단, FGD

교육실시
•개별활동(Activities)

2. 여성전용화장실 위생 인식 향상

보고서, FGD

3.3 여교사와 어머니대상 친환경 면

카브레 지역 7개 학교 여학생 보건 위생 인식 및 환경 개선

1. 여학생 생리위생 인식 개선

학부모회 명단

체크리스트, 면 생리대 패키지 수

- 프로젝트 인력

X 10명)

(프로젝트 매니저, 모티베이터,

3.2.1 생리위생 교육 자료 만들기 및 제공(분기별 X 3년)

모니터링 & 평가원)

3.2.2 여교사 대상 생리위생 인식교육(분기별 X 3년)
3.3.1 친환경 면 생리대, 친환경 세재 재료 구입(분기별 X 3년)
3.3.2 여교사, 어머니 대상 친환경 면 생리대, 친환경 세재 만들기 교
육(분기별 X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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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사 진행 가이드라인 --------------------------------------------------

Q3. What is the issue in this village/school?

◎◎Stakeholders Interview / Village leader or School Principal KII
Note-taker

Date/Time

/

Village/School
Name
Interviewee Name

Q4. Has another NGO worked here with you? (If Yes Q5. / If No Q6.)
Gender

Introduce (3 Mins)
Q5. How did they work? And Do you think if it’s success or not?
We came from ADRA Korea. ADRA Korea is one of INGO. Could you please give
us 30 Mins? We heard from ADRA Nepal that some of school condition is not good, so
we came here for needs assessment. We are thinking of construction female only toilet
and supply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s for school girls.
Q6. What do you want us to do? And how?

Interview (20 Mins)
Q1. Do you think they really need our help?
Q7. If we start to work, can you help us?

Q2. Do you think our project helps to your village/school?

Greetings (2 Mins)
Thank you for your time. We will do our best and we will pray for your village with
peace always.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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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Observation

Desk

Date:                 
Observer:               

Chair
- How many books?

3. Library
Books

◈◈School :

Question

Male

Bed/desk/chair

1. How many teachers are there?
4. Nurse’s Office

3. How many disabled children are there? (What kind of
disability?)
4. How many parents can the school community involve?

- is there librarian?
- How to manage?

Female

2. How many students are there?

- books condition:

- School Nurse?
First-aid Medicine

- How often Ss come?
- Why?

5. Schoolyard
(Gym)

flower bed
Play equipments
Sports facilities

5.
6. Cleaning System
◈◈Infrastructure

7. Security

Question

Description
Classroom

1. How many
classrooms?

1     2     3     4     5     6
Window

Garbage can
Janitor
Fence

8. Music

Instruments

9. Laboratory

Material

10. Auditorium
11. Aisle

Door

Window

Wall

Door

Board

Wall

Roof

Board

Desk

Roof

Chair

Desk

TV

Chair

Computer

12. Teacher’s
Room

Internet
Water purifier

TV
Computer
Internet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Water purifier

Electricity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2. Is there
separate toilet?
(Boy and Girl)
How many?

410

Y

N

- Water facility(Water Tank)?

Electricity

- Water quality?

Meeting Room

- Sanitation facilities?

Phone

- Plumbing fixture?
- vent?

411

- Seasonal Problem

•<Activity 2. >

- Who clean?

1. Vote what are the favorite place and the worst place.

- How to manage?

7 min

- Risk Element

3. Ranking problem (Ss and we know what the worst

- Fire-prevention system

problem is.)

1. Is there fire detector?

Remark

Sticker

2. A few Ss explain about the reason.

2. How many fire extinguishers?

6 min

- Safety check list?
- During the vacation, how to manage?

•<Summary>
1. Discuss how the worst place make good enough.

- shelter?
- Is there a day of Safety inspection?
- Is there safety sings?

Note

Plan of School Mapping
Title

School Mapping Overview
Name:

School
Info

Class   No:

Hello. This is a survey from ADRA KOREA and ADRA NEPAL. It is for investigating the actual

•Facilitator: Kelly

Role

condition of health education of Nepal and this will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realizing

•Translator: Chanda or One of Teacher

the necessity of various kinds of education. This survey and the information are confidential

•Observer: Daewon, Lee

and those will never be used except for education resource. We would be grateful if you answer

•Note-taker: Joy (Ananda)

Goal

the questionsfrankly. Thank you.

We will know which places are the worst and the best condition in school.
We will know students needs and Problem Ranking.

Time

Procedure

2016. 09. .
Materials Used

•<INTRODUCTION> WELCOMING / ICE BREAKER
Introduce ADRA Korea and ADRA Nepal in Nepali.

7 min

Survey

Teacher   Name:

(Greetings…)
Explain them how to draw the school mapping.
Divide into 2 groups of boys and girls.

ADRA Nepal & ADRA Korea
1. I’ve learned about sex-education when I was in ________________.

Whole paper
Color pens
Sticky tape

①Primary School

②Secondary School

③High School

④Never

2. I’ve learned sex-education from ________________.

Give them to materials(Whole Paper, color pens, sticky tape)
①Family
•<Activity 1.>

10 min

1. Ss draw a school map and road from home to school.
(We will know time for going to school and what the issue is
when they go to school.)

412

Whole paper
Color pens
Sticky tape

②Teacher

③Friend

④Health Expert

⑤Etc

3. I need sex-education.
①Much needed

②I don’t know

③Don’t need

413

3-1. If you choose 1, why do you think so?

12. I’ve been influenced badly on study during the menstruation, because __________________.

①Because of its

②Because of health

③Because of

value and necessity

issue

curiosity

④Being
①I don’t go to
school

3-2. If you choose 3, why do you think so?

②Not helpful for

③Not interested

④etc (

getting sex

me

in it

)

①Yes

education)

②1

③2

④3

⑤More than

③Chastity

④ Health

⑤Sexdisease

6. When did your menstruation start first? (age)
10

②11~13

③14~16

②Cotton pad

③Towel

④ Over the age
of 17

②easily get

④Cloth

⑤etc

② satisfied

from market

④Provided from

for me

(Convenient

school

a long time

restroom

(Not enough place

③so so

④ not satisfied

⑤I don’t care

③It is dirty

④It is far

⑤There is
lack of water

17. How did you deal with your discomfort when using restroom?
② I go home

from school

⑤etc

store)

③ I hold it until I

④ I just do it on

go home

street

⑤I want
①I want doors in

②I want more

③I want mirror in

④I want

ventilating

toilet

toilets

the toilet

washstand(sink)

opening
(hole)

10. What is the bad point of using your sanitary pad?
③Not sanitary

locked

18. What do you want to replace or change from the school restroom?
(Can choose multiple answers)

②Parents made it

②Uncomfortable

⑤Need to be

by friends

②I need to wait for
①It is unisex

home which is near

④etc

③Bought it

①Expensive

④Being teased

③Uncomfortable

for many students)

9. Where did you get the sanitary pad?

①Made personally

①Very satisfied

①I visit friend’s
③hygiene

when studying

15.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chool restroom?

⑤No start

8. Why are you using it?
①reasonable cost

②Being distracted

16. What is your reason for not satisfying?

7. What kind of sanitary pads are you using?
①Disposable pad

①Menstrual Pain

4times

5. What was the theme of sex education that you received? (Can choose multiple answers)
②contraception

②No

14. What makes you feel afraid of it?
(If you choose 2 at question #11, please answer the question #13 directly)

4.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received sex education?

①Under the age of

the discomfort

13. Are you afraid of the time when your period is coming?

everything (without

①sex-life

distracted by

in a hut

of sanitary pad

①Already know

①0

②of menstrual pain

③I should stuck

④Too much
work for reusing

⑥I want warm

⑦I want more clean

water during winter

place

11. How do you dispose or manage your sanitary pad after using?
①Throw it in the

②wash and use

trash bin

again

414

③burn it

④bury it

⑤etc

415

◈◈Menstrual self-diagnosis

Facilitator: Joy

How How much
Started Ended
many menstrual
date
date
days
bleeding

Symptom
□Constipation
□Diarrhea
□Bellyache
□Breast pain
□Backache
□Leg hurts
□Headache
□Body aches
□Uterus with a
wriggle
□Tired
□Sleepy
□Can’t sleep
□Gain weight
□Lose weight
□Increased
appetite
□Loss of appetite
□Pot-belly
□Skin trouble
□Nausea
□Swelling

□Little
DD/
MM
/

DD/
MM
/

  
days

□Normal
□Much

Feeling

Intake
Ovulation Childbearing
of
day
period
Painkiller

Role

Translator: Chanda or One of Teacher
Observer and Note-taker: Kelly
Ss know what the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is.
Ss know the pros and cons between the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and

Goal

disposable pad.
Ss learn how to make their own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AK understands what the issue is and what they need.

□Joy
□Sadness
□gloom
□Anger
□Relief
□Anxiety
□Nervous
□Irritation
□Oversensitive

Time

Procedure

<INTRODUCTION> WELCOMING / ICE BREAKER
DD/MM
/

From
/
to
/

□ Yes
□ No

10 min

1. Introduce ADRA Korea and ADRA Nepal in Nepali. (Greetings…)
2. Explain what the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is and the
pros and cons between the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and
disposable pad. (Show them what the difference is)

Materials Used
Sample of a
disposable pad
and a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Activity>
1. Show them all the materials and divide into 3 or 4 groups.
2. Learn how to make it.
Explain each materials for children and check if they get all or
not
Distinguish the inner side and outer side to help them not to be

Age:_________ Grade: ___________

confused (Brown-Inner, Ivory-Outer/*We will start outside in)
Use the pins to fix temporarily (*skippable)
Thread a needle and start sewing along the line except one part
without line (Stitch should be done closely or dense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Have a great day~

Cut the little curving parts with scissors (*skippable)

50 min

Turn inside out by using chopsticks or other long thin tool
Mark some points with the water based pen
Stitch the two wing sides
Prepare the cotton flannel by folding it to make rectangle shape
and stitch the longer side roughly

Cotton, Cotton
flannel, Pins,
Needle, Thread,
Scissors,
Pen, Waterrepellent cloth if
necessary, Snap

Put it into the hole of sanitary pad
Sew the upper and bottom side in straight lines to fix it and make

Sanitary Pad Lesson Plan

Sew the hole to close it (*It should be sewed differently-Blind-

Running stitch / Broad stitch (The main way of sewing)

stitching)

How to make my own eco-friendly cotton sanitary pad

direction)

Title
Name:

School
Info

it immovable

Attach the snap on the wings (**Be careful with the position and
Done! Check if it’s made well or not
3. Collect the materials.

Participation(Max 15)
-Ss: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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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

A. Running stitch / Broad stitch (The main way of sewing)

1. How was it?(is it easy? Or difficult?)
2. Do you want to use this further?

30 min

3. During the menstruation, what happened?(ex. Discrimination)
4. Have you thought the menstruation interrupt to your studying?
5. Then why?
6. Have you ever been teased from boys? How?

<Summary>
10 min

Love yourself enough to live a healthy lifestyle.
Always remember that your present situation is not your final destination. The best is

The needle should be going back and forth at regular intervals and it is better to stitch
closely or densely for durable sanitary pad.

yet to come.

B. Basting (For sewing cotton flannel)

This method will be used only when sewing the cotton flannel. It’s repeating to go
Note

back and start at far point.
C. Blind stitch (For closing the hole)

As you close the hole of sanitary pad at the last step, the needle should go from side
to side with very slight stitch. Repeat it until you close the hole and the thread should be
unseen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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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보건]

420

의료지도자협의체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421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아제르바이잔 바쿠 지역 실태 조사, 관련 보건 의료기관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 보건부 당국 관계자, 주요 3차 의료기관, 국제기구 사업 현황 조사 및 사업 관계자

조사를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및 관련 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
에 대한 실행 세부 방안 및 범위를 형성한다.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작성자

의료지도자협의체

안상영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보건 (보건 인력 역량 개발)

조사 목적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조사

국 가

코드번호

아제르바이잔

지 역

122**

바쿠시

대상 국가 및 지역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바쿠시내 중심가에 위치

전체 조사 기간
조사기간
현지 체류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9월 21일 ~ 9월 24일 (4일)
10월 10일 ~ 10월 13일 (4일)

(총 8일)

423

조사 결과

4

mHealth Care 현황과 가능성

아제르바이잔의대 교수진 직접 면담

9월 21일~24일

SEBA

10월 10일~13일

chapter 02

03 조사 결과 분석 -----------------------------------------------------------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9월 1일~20일

국내

전문가 면담

최종 방향 구성, 2017년도 아제르바이잔 사업 방향 수립

환자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음

중

부정적

아제르바이잔의대

양질의 의료진 부족

하

긍정적

4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분야

주요 필요 사항
너무 권위적
유연성이 필요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사업에
미치는효과
+

0 -

보건부 장관 면담, 아제르바이잔의대 총장 면담
아제르바이잔의대 MOU체결, 한국대사 면담, KOICA 소장 면담
보건부 담당 국장 면담, 아제르바이잔의대 부총장 실무 협의

보건부

KOICA 면담, KOTRA 면담, 민영병원 방문 협의 (SEBA 연계)

조사 방법
보건부 장관 면담 (보장 확인)

조사 기간
9월 21일~24일
10월 10일~13일

2

체류 비용의 부담

보건부 장관 면담 (보장)

9월 21일~24일

3

파견 우선 분야

아제르바이잔의대 교수진 직접 면담

9월 21일~24일

424

권위적

3

교수

파견 시 의사 진료 라이선스 보장

중

교수진-학생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1

권위적 관계

2

아제르바
이잔
의과대학

조사 항목

권위적

보건부

이해
관계자

10월 15일~31일

10월 10일~13일

최상

1

기초 문헌 조사 및 관련 내용의 인터넷 검색 수집

결과 분석, 후속 계획 협의, 2차 방문 준비

현지

태도
(긍정적/부정적)

이해관계자

활동 내역 약술

9월 24일~10월 9일

9월 21일~24일

역량과 신뢰
(상/중/하)

중요도

학생

환자

국제수준 역량강화

+

권위 미손상

-

교수, 학생 역량 강화

+

국제 수준 교육 시스템

+

의료 서비스체계

+

초청 연수

+

고급 의료기술 습득

+

초청 연수

0

고급의료지식 습득

+

우수한 의료 서비스

+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

사업성공을 위한
이해관계자의중요도

사업에 미치는
이해관계자의영향력

0-중요하지않음
1-매우조금중요함
2-조금중요함
3-적당히중요함
4-많이중요함
5-매우많이중요함

0-영향력없음
1-매우적은영향력
2-적은영향력
3-적당한영향력
4-큰영향력
5-매우큰영향력

5

5

4

3

3

2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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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변화의 영역 ---------------------------------------------------------------

하지 않고 인근 국가인 이란 또는 터키에서 필요한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실정

c. 국제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

가. 주목 분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위
아제르바이잔 의료인 역량 강화 사업은 아제르바이잔의과대학 병원 내부 통계 자료에

가 높을수록 국제화를 통한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했음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은 질환은 월등하게 심혈관 질환 분야이다.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
는 것이 배분비 계통 질환과 암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수술 분야에 있어서 이식에 대한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희망 또한 강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접근은 심혈관, 이식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 파견 교육 교류 협력을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기존의 사업 경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보다 너무나 심각하게
의료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체계가 잡혀져 있지 못한 상황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파악된다.

질병

2016년 지난 9개월간 환자 수
(아제르바이잔의대 자료)

1

심혈관 질환

913

2

내분비체계 질환

384

목표(Goal)
아제르바이잔의대 의료 이식 수준 향상
목적 (Purpose/Outcome)

지표 (Indicator)

임상(난이도 수술)을 성공하고,

3

암 질환

378

공동 연구 논문을 SCI에 발표한다

4

관상동맥질환

365

산출물 (Outputs)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고난이도 수술 성공

뇌사자 중심의

도너를 통한 생체이식

(이식)

이식 수술 초기

수술 회수 증가

SCI에 논문을 발표

SCI 발표 어려운 수준

SCI 논문발표

지표 (Indicator)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교수진 년간

식생활 습관에 따라 비만이 많고, 담배를 특히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1

고난이도 수술의 어려움

(매 3~4개월 마다)

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인다.
2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4~6명 파견 교육

정년이후 교수진 파견

3

초청 연수
의료 교육

학생 5~7명 초청 연수

생체이식 수술 성공률
향상

초청 연수

교수, 학생 5명

진행 중

초청 연수

국제학회 논문 작성법과

공동연구를 통한

SCI 논문 발표

발표

SCI 논문 발표

미미

SCI 논문 1편 이상 발표

a. 의료진 수준의 문제
현지 신장내과 및 이식 관련 의료진 면담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의 교육과 바탕은 기초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의학 분야에 까지 부족한 실정
아울러, 검사 기술 등의 부족으로 이식 등에 필요한 중요 혈액 검사의 경우 터키 등에
송부하여 검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

a. 뛰어난 전문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다양한 의료 인력으로 구성되어 의료 분야에 있어
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짐

b.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
환자 중 심각하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많은 환자들이 자국의 의사와 병원을 신뢰
426

427

b. 풍부한 의료 인력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대 교수진들로 구성. 2017년까지 1,000명의 의료인 회원을 확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보 예정

c. 세계적인 의료 네트워크
의료계 각 분야의 세계 여러 국가의 의료계 석학들과 연계되어 강력한 의료 네트워크
구성

d. 회원 개개인의 노하우
정년전후의 교수진을 주축으로 구성됨으로써,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노하

01

02

03

04

우를 활용하여, 저개발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가장 효율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05 자료 출처------------------------------------------------------------------WHO, Azerbaijan Section http://www.who.int/countries/aze/en/
World Bank Group http://www.worldbank.org/en/country/azerbaijan
UNDP http://www.az.undp.org/content/azerbaijan/en/home/countryinfo.html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AZE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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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장관 면담
아제르바이잔의대 총장 면담 이후
코이카 아제르바이잔 사무소장 미팅
주아제르바이잔 한국 대사님 면담

429

향후 계획

14

PART

chapter 03

[보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현재 보검부와 협의 된 사항과 아제르바이잔의과대학과의 MOU에 따라 2017년부터
교수진 일부 파견을 통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함
이후, KOICA 민관협력사업 제안과 연결하여 2018년부터 자연스러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율 예정

430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미얀마 바고시 타낫핀타운십
431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본 조사의 목적은 미얀마 바고시 타낫핀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현황과 건강의 사회
적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보건의료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이 지역 주민
들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함에 있다.
기본정보
단체명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가. 미얀마 바고시 타낫핀 지역의 1차 보건의료체계 현황 조사
작성자

나. 동 지역의 대상자별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 파악

김정우

다. 동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체현황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2년미만 혹은 없음

사업 분야

보건의료

조사 목적

미얀마 바고시 타낫핀 지역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현지 지역 조사

국 가

코드번호

미얀마

라. 동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의 근거 및 자원 확보

지 역

120

바고시 타낫핀타운십

대상 국가 및 지역
양곤에서 125km, 양곤에서 차량으로 2시간 30분 소요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2016년 9월 26일 ~ 10월 7일 (총 12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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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조사

조사 결과

기간

활동 내역 약술

chapter 02

- 현지 조사팀 사업 준비 1차 회의: 조사 사업 내용 공유 및 점검
- 문헌 자료 대분류와 데이터 수집
8월 17일 ~ 8월 31일

(현지 의료시스템, 정치경제 상황, 현지 개발사업의 현황)
- 현지 파트너 단체와 사업 일정 공유
- 전문가 자문 미팅
- 현지 조사팀 2차 회의

9월 1일 ~ 9월 8일

- 문헌자료 분석과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 현지 조사 목록 작성
- 설문지 개발 미팅: 분야별 설문지, 인터뷰 내용 초안 작성
- 현지 조사팀 3, 4차 회의

01 일정별 조사 활동 --------------------------------------------------------

9월 19일 ~ 9월 24일

- 현지에서 추가된 문헌 자료 분석
10월 9일 ~ 10월 15일

이름

소속/직위
희망의친구들

책임자

상임이사

희망의친구들

희망의친구들

명지병원 산부인과전문의

실무자

Thu)

- 항공권, 숙박 등 예약
- 예산 전반 관리

전문가

소모뚜
(Soe Moe

- 자료수집 및 분석

- 자료수집 및 분석 보조

의료팀/팀장
양준영

- 현지 보건의료 실태 관련 자문 및 분석

3) 현지 조사
일정

전문가

활동
•18:45 한국 출발, 미얀마 도착 시간: P.M. 22:05

9월 26일(월)

•Taw Win Garden Hotel 이동
•태국을 통해서 입국(난민의 지위여서 태국 경우 미얀마 입국)한 국내 조사팀 소모뚜 결합

- 현지조사팀 교육훈련
버마행동한국 총무

- 전문가 코멘트 공유

- 설문지 개발, 분석 및 평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우정

10월 17일 ~ 11월 10일

- 조사 진행 및 관리
책임자

기획과개발/수석팀장

국내
조사팀

- 설문데이터 분석
- 조사 보고서 작성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정우

- 조사 운영 총괄
- 현지 관계자 인터뷰

- 사업 평가 1, 2차 회의
- 현지 조사 후 현지의 피드백 공유 작업

역할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 설문지 수정 및 번역, 감수
- 현지 방문 단체, 기관, 면담자 리스트 구성과 일정 조율

1) 조사팀
구분

- 국내 및 국외 보건의료 자료 분석

- 현지조사 진행 조언
-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밋다예이(사랑의그늘재단)미팅 / 닥터 아르코스헤인 -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료
와 건강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파악 (장소 : 아토카사원 학교)
9월 27일(화)

•White Drop of Water 회원 및 지역 대표들과 미팅 - 희망의친구들 단체 소개와 조사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인사, 일반적인 타낫핀 지역 상황 공유 (장소 : 빤뾰에임 도서관)
•White Drop of Water 스텝 미팅 - 현지 조사 세부 일정 공유와 업무 분장 확인, 타낫핀
지역 지형 파악 라운딩

434

435

•찌볜수 마을 스테이션병원 관계자 미팅 (링쑤이 간호사, 아웅틴툰 이장 )
9월 28일(수)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 스테이션병원 라운딩, 찌볜수 마을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
•쩐지마을 보건소 관계자 미팅 (틴싼 보건소 소장, 윈나잉 이장) - 보건소 활동 내용, 운영

조사 항목

방법,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파악
•타낫핀 제너럴병원 라운딩
•지역 1차 의료기관 방문과 의사 인터뷰 - 지역 1차 의료기관 방문과 의사 인터뷰를 통해
타낫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황, 의료서비스의 형태 파악
* 쎄인투 의원 (닥터 쎄인투), 아웅 의원 (닥터 아웅미얏), 웨라멩 의원 (닥터 소웡)
9월 29일(목)

1
2

<지역정보>
미얀마 국가 및 지역 정보
<지역정보>
미얀마 보건정책 및 현황

보건교육, 학생들의 건강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
•Knowledge Zone Vocational Training Center 방문과 텐나인 교장 인터뷰 - 지역

조사 기간

문헌조사 및 인터넷 자료 조사

8월 22일~9월 2일

문헌조사 및 인터넷 자료조사

8월 29일~9월 9일

기관(1차 의료기관, 보건소, 타운십병원, 자선병원,

•타낫핀고등학교 급식 활동 지원과 관계자 미팅 (마웅예투 교장, 초탄 주임교사) - 학교의
•모자보건센터 방문 - 산모들의 건강관리, 출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

조사 방법

<분야별 이슈>

3

KOFIH 방문 / 의료진-관계자 인터뷰

타낫핀 지역 개관과

주민 설문 조사 / 직접 관찰

10월 1일~10월 5일

기관방문 시 2차 자료 수집, 문헌조사

10월 4일~10월 7일

방문조사 / 인터뷰

9월 26일~9월 30일

보건의료현황

NGO 활동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의 이슈 등에 대한 정보 파악

9월 26일~10월 5일

•베이만시엔 병원 방문과 관계자 미팅 (딴저 병원장, 닥터 덤타조수) - 베이만시엔 자선
병원 활동, 운영방법, 지역 내 의료봉사활동, 의료서비스 정보 파악 ․ 투카 자선병원 방문
(닥터 우저써) - 병원 활동과 운영 방법,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파악
9월 30일(금)

<이해관계자 정보>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개도국사업본부 아시아팀 미얀마사무소 방문 (민영희

및 NGO 활동현황

소장, 강형구 부소장) - KOFIH의 미얀마 사업, 미얀마 보건의료 및 관련 정보 현황 파악
•국내조사팀 1차 귀국 (김미선, 양준영)
•현지 조사원 교육 - 자기소개, 설문지 사전 테스트, 설문 후 소감 나누기, 조사방법 교육,
조사문항 리딩과 설명

10월 1일~2일
(토~일)
10월 3일~4일
(월~화)

•나예까르 마을 설문 조사 진행 : 100명, 일대일 대면 설문 진행

•데이터 입력을 위한 추가 보충 작업
•설문과정 평가와 피드백 작업

10월 6일(목)

<이해관계자정보>

5

타낫핀 지역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타운십 캘린더, 랭킹

6

9월 30일

조사원 교육

지역주민 인식
<범분야 이슈>

현장방문 / 관계자 인터뷰

학교 교육 현황

9월 27일~10월 1일

•타왓 마을 설문 조사 진행 : 100명, 일대일 대면 설문 진행

•설문 답변 체크 확인
10월 5일(수)

타낫핀 지역 내 정부기관

•2차 수집 문헌 정보 정리

03 조사 결과 분석 ----------------------------------------------------------1) 문헌조사

•White Drop of Water 싼나이 대표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한 논의
01

① 타낫핀(Thanatpin) 타운십 개관
10월 7일(금)

•현지 조사팀 2차 귀국 (김정우, 김우정)

가. 역사적 배경과 마을 구성

타낫핀 타운십은 한때 바닷가에 소재하는 침수 지역이었고, 1798년 마을이 형성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Bago-Thonekwa(49mile)의 철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Thanatpin-Thonekwa 도로로 재건설되었다. 1873년 Bago-Sittaung 운하를 개발하면

01 출처: 2013-2014년, 지역개발사업 보고서(Bago주, Bago District, Thanatpin타운십 행정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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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증가되었다. 1908년에 시 행정부서가 들어서는 도시가 되

Kyauk Ta Kar 타운십

52,092

250,948

14.19

Tike Oo 타운십

46,380

201,526

11.39

Shwe Kyin 타운십

22,054

107,251

6.06

었으며, 이장과 경찰의 행정관리 하에 있었다.
타낫핀 타운십은 6 Ward, 60 Village Tract, 99개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다. Bago 주,
Bago District에 속해 있으며 동쪽에는 Mon주, Kyite Hto 타운십, Beelin 타운십, 서쪽에
는 Bago주, 남쪽에는 Waw타운십, 북쪽에는 Ka Wa 타운십들과 연결되어 있다. 동쪽에
는 Sittaung강이 있으며 16mile의 해안과 연결되어 있고, Bago-Sittaung 운하가 타낫핀

주민들의 종사분야는 농업, 축산업, 수공업, 서비스업, 공무원, 일용직, 해외거주 노동
자, 실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에는 토지소유자와 벼, 콩, 녹두, 병아리콩을 비롯

타운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여 채소재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축산업에는 개별 축산업을 추진하
나. 지역 환경

며 물고기, 소, 돼지, 닭, 염소, 오리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닭 사육장과 레이

타낫핀 타운십은 낮은 계곡 지대이다. 이로 인해 우기가 심할 때는 75%의 농지가 침수

어(layer)사업 등 총 12 종류의 사업이 포함된다. 서비스업에는 건설, 식품, 오토바이-자

된다. 지역 수자원 대부분은 민물이며 Sittaung강 침수로 여름에는 식수, 생활용수가 부

전거 수리, 봉재, 배터리 수리와 충전, 베틀 직조, 고기 제작에 종사하는 모두가 포함된

족하다. Bago-Sittaung 운하에서 여름철 벼농사를 위한 농업용수를 얻는다. 타낫핀 타운

다. 무농지자들과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일용직은 약 12,000

십의 동쪽 Sittaung강 옆에 위치한 마을들은 침수로 인해 매년 땅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

명 정도로 파악된다.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4.2%이며 수공업은

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1.1%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4.7%이며 공무원은 2.4% 정도 된다. 해외
거주 노동자들의 비율은 총 인구의 7.6%에 미친다.

다. 인구 구성과 직업

Bago District는 8개의 타운십으로 구성되며 타낫핀 타운십은 두 번째로 인구가 적다.
타낫핀 타운십에는 145,001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15세~60세미만의 인구는 97,366명이
다. 일용직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는 사람들은 89,000명이 된다. 타낫핀 타운
십의 실업자는 5,000명이 넘고 약 6% 정도로 예측된다.

◎◎District 내에 거주하는 인구현황 (2014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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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직업 업황 (2014년 8월 기준)
순서

농업

축산업

수공업

서비스업

공무원

해외거주
노동자

총계

명

36,397

15,617

673

291

1,503

4,705

61,826

%

58.9

25.3

1.1

4.7

2.4

7.6

100

출처: 미얀마 출입국관리․국민인력부서

타운십

가구(단위: 세대)

인구(단위: 명)

비율(단위: %)

Bago District

390,875

1,768,335

Bago 타운십

108,431

491,130

27.8

2014~2015년도에는 고등학생 1,714명, 중학생 885명, 초등학생 21,536명이 있다. 강사

Thanatpin 타운십

32,900

145,001

8.1

인력 현황은 고등학교 강사 61명, 중학교 강사 161명과 초등학교 강사 566명으로 나타

Ka Wa 타운십

46,542

196,746

11.12

Waw 타운십

37,399

176,024

9.95

Nyaung Lay Pin 타운십

45,077

199,709

11.29

라. 교육

Thanatpin 타운십의 2013~2014년도 대학입학 시험 합격률이 23.52%이며,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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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재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은 조산사, 여성의료방문사(LHV, Lady Health

◎◎ 2014년 ~ 2015년 학교 현황

Visitor), 의료 보조원 등이 배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농촌지역에 기초적인 의

순서

학교구분

2013-2014

2014—2015

1

고등학교

3

5

2

고등학교 ( Branch )

5

5

3

중학교

2

3

4

중학교 ( Branch )

16

36

Township(교외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은 10∼2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1차 또는 2차

5

총+중학교

16

16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지역의 인구에 따라 16-25병상 또는 50병상의 Township 병

6

초등학교

75

72

원이 있다.

7

초등학교 ( Branch )

-

1

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Station병원, Township병원, District 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등의 전달체계를 따라 후송된다. (Station/Regional 수준 : 의료기관은 이 지
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획, 협조, 교육 및 기술지원,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담당)

도시지역에는 의료기관, 학교의료팀, 모자보건센터들이 세부적으로 맡겨진 기능을 수
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나. 일반 상황

◎◎2014-2015 교사 / 학생수와 비율
순서

학교 구분

1

2013-2014

대부분의 현지 의사들은 국영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 개인수입 보장을 위해 소규

2014-2015

교사

학생

비율

교사

학생

비율

초등학교

528

20,723

1:39

566

21,536

1:38

2

중학교

162

7,644

1:47

161

8,851

1:55

3

고등학교

63

1,572

1:25

61

1,714

1:28

총

753

29,939

1:40

788

32,101

1:40

모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병원에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은
병원에 병설된 약국 또는 시내의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처방전이 없어도 마약 및 향
정신성 약물 이외의 모든 약제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시설의 경우 최근 민간병원이 다수
설립되고 있으나, 의료인력 및 장비, 주요 질병군에 대한 정부차원의 임상적 관리방안 부
재 등에 의해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 수는 1988년 631개에서 2012
년 987개로 56.4% 증가했다. 총 병상 개수 또한 1988년 25,309개에서 2012년 54,503개
로 153.5% 증가했다. 그러나 모자보건센터, 학교의료팀, 전통의학병원의 경우 2007년

② 미얀마 보건의료 현황

이후 크게 변화는 없다.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 당 30명 정도로 OECD 권고사항인 150

가. 의료정책

명의 1/5 수준이다. 정부기관 산하 의사가 되면 오지 벽촌으로 진료를 가야 하나 전국의

미얀마 보건부는 Myanmar Health Vision 2030에 의해 국가적, 세계적으로 급변하

Township 330개 Station 병원들이 있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의사들이 연고 없

는 인구학적, 전염병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트렌드를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이 발령되는 상황이라 Station 병원의 경우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위한 장기(30년) 의료개발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
표와 같은 국가적 목표들을 망라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를 포함하는 장기비전정책은 단

다. 타낫핀타운십 보건부의 사업 추진현황과 보건의료 지수

기적인 국가의료정책을 개발하는데 가이 드라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HO Western

2013-2014년에 타낫핀 타운십 국립병원 본관 외장 정화 작업, 병원 출입구 길포장과

Pacific Region(WPR) Health Databank 2011 참고) - (한국의료 미얀마 진출 가이드 / 한국보건

Kamarsae 보건소 건물개선사업, Zee Pin 보건소(Branch) 개선사업 등에 지방 정부의 예산

산업진흥원)

이 투입되어 있으며, Thanatpin 병원 본관 바닥재 깔기와 페인트칠. 병원출입길 포장사업

기초 의료스태프(BHS, Basic Health Staff)들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촉진적, 예방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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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 되었다. Kamarsae 보건소와 Zee Pin 보건소(Branch) 개선사업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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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 의료, 보건 지표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방안- KIEP, MERI> 참고 표 인용

◎◎타낫핀 지역 보건의료상황02
번호

의료시설

개수

1

Township 병원

1

2

Station 병원

3

3

보건소

7

4

농촌보건소

28

5

모자보건(복지)센터

1

6

치과의사

-

7

X-ray

-

8

Medical Specialist – Grade 5

-

9

간호사

17

10

조산사

38

11

Health Assistant

5

12

Lady Health Visitor

8

13

Public Health Supervisor – Grade 1

-

◎◎미얀마의 기대 수명과 성인 사망률

◎◎타낫핀 타운십 보건의료 지수
번호

내용

2015-2015

1

의사와 주민비율

1:40,092

2

간호사

1:8,018

3

조산사

1:4,582

4

Health Assistant

1:32,073

5

Public Health Supervisor - Grade 1

1:53,456

6

Public Health Supervisor - Grade 2

1:7,636

◎◎미얀마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02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영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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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모자 및 청소년 보건 지표(World Bank 기준)

◎◎미얀마의 모자보건 관련 사망률 지표(미얀마 정부 기준)

◎◎미얀마의 만성질환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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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1. 성별 교차표
구분

가. 대상자 선정과 집단 특징
타낫핀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쪽 지역에 위치한 나예까르
마을(A)과 서쪽 지역에 위치한 타왓 마을(B)에서 각각 100명 씩 직접 설문을 진행했다.
타낫핀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을 볼 때, 동쪽과 서쪽 지역은 마을 인프라(도로, 전기 공급

A: 나예까르 마을

위치

집단 구
분

동쪽

충분

의료시설

의료시설 접근성

없음

가까운 의료시설

(조산사 1명)

-차로 40분 거리

전체

빈도

46

54

100

집단 구분 중 %

46.0%

54.0%

100.0%

빈도

53

47

100

집단 구분 중 %

53.0%

47.0%

100.0%

빈도

99

101

200

집단 구분 중 %

49.5%

50.5%

100.0%

B

전체

특징
전력

여

A

상황)와 경제적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 각 1개의 마을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분

남

홍수 피해

강물 범람

접근성
바고시에서
보트 2시간

◈◈조사자 세대 구분

연령대별 참여는 마을 인구 분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 비율을 고려하여 반
영한 결과 A집단은 50대, B 집단은 40대가 가장 높고, 전체 빈도는 50대가 가장 높다. 설

B: 타왓 마을

서쪽

매우 부족

보건소

도보 접근

-

바고시에서
차량 40분

문에 참석한 30대~50대의 비율이 62.8%를 차지한다.
표2. 집단 구분 * 세대별 교차표
구분

설문지는 1) 개인신상정보 2) 질환력-가족력 3) 식습관 4) 개인위생 5) 건강관련행위
6) 여성 7) 아동으로 분류해 총 50문항이며, 이중에서 미얀마의 영유아사망률, 모성사망

빈도

률이 높은 것에 의미를 두고 여성 관련 문항을 세분화하였다.

가. 분석 방법

A

집단
구분 중 %

집단
구분

빈도

B

설문지 사전테스트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 5명이 총 4일 동안 200명에게 직접 설문

집단
구분 중 %

을 진행했다. 설문 후 설문지는 엑셀에 입력하고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했다.

빈도

전체

집단
구분 중 %

나. 분석결과

전체

만19~

만30~

만40~

만50~

만60~

만70~

만80~

만100~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9세

89세

109세

5

11

17

30

23

8

5

1

100

5.0%

11.0%

17.0%

30.0%

23.0%

8.0%

5.0%

1.0%

100.0%

8

19

29

19

17

5

2

0

99

8.1%

19.2%

29.3%

19.2%

17.2%

5.1%

2.0%

0.0%

100.0%

13

30

46

49

40

13

7

1

199

6.5%

15.1%

23.1%

24.6%

20.1%

6.5%

3.5%

0.5%

100.0%

㉠ 일반사항

◈◈직업군

◈◈조사자 성비

두 집단의 직업은 농업(55.5%)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미얀마 전체 직업군 분포와

설문지역 선정 후 마을 관계자들과 협조 하에 설문에 참여할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선

일치한다.

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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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와 수인성질환의 상관관계 파악

표3. 집단 구분 * 직업 교차표

빈도

A

마을의 이해관계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수개선 상황이어서 마을에서 이용

어업
교통 가내
축산업 및
농민
운수업 수공
종사자 수산업
종사자 업자
종사자

구분

66

7

자영
공무원 이주 번역
사업자
업자
회사원 노동자 필요

2

2

7

8

1

3

2

1

2.0%

2.0%

7.0%

8.0%

1.0%

3.0%

2.0%

1.0%

7

5

9

16

2

12

0

2

전체

결측

하는 식수의 종류와 본인이 앓았던 수인성 질환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빗물 정화 후
식수 사용’이 두 집단 모두 가장 높게 나왔고 특히 A집단의 경우 55%(두 집단 전체 빈도:

1

100

45%)의 빈도를 보였다. 수인성 질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두 집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설사, 배앓이가 가장 높았다.

집단
구분 중 66.0% 7.0%

1.0% 100.0%

%

집단
구분

빈도

B

44

3

0

표5. 집단 구분 * 식수_질환종류

100

구분

집단
구분 중 44.0% 3.0%

7.0%

5.0%

9

7

4.5%

3.5%

9.0% 16.0% 2.0% 12.0%

.0%

2.0%

15

2

3

7.5%

1.0%

1.5%

.0% 100.0%

A

빈도

전체

110

10

16

24

3

1

200

집단
구분 중 55.0% 5.0%

8.0% 12.0% 1.5%

설사

두드
러기

고열

구토

기타

4

10

2

2

3

1

22

18.2%

45.5%

9.1%

9.1%

13.6%

4.5%

100.0%

3

1

0

1

0

1

6

50.0%

16.7%

.0%

16.7%

.0%

16.7%

100.0%

7

11

2

3

3

3

28

25.0%

39.3%

7.1%

10.7%

10.7%

7.2%

100.0%

빈도

%

%

집단
구분

.5% 100.0%

빈도

B

%

집단 구분 중

집단 구분 중
%
빈도

전체

㉡ 질환력

집단 구분 중
%

질환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높았으며 뇌졸중, 당뇨, 결핵은 동수를 차지

전체

복통
(배앓이)

했고 말라리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파악한 정보와도 일치하며,
㉣ 주관적 건강 상황과 현재 질환

미얀마의 식생활(기름을 이용하여 볶은 음식류 섭취 증가)을 반영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는?’에 관한 질문에는 A집단의 경우 ‘좋지 않음’이 51%, B

표4. 집단 구분 * 질환력 교차표
구분
빈도

A

집단
구분 중 %

집단 구분

빈도

B

집단
구분 중 %
빈도

전체

집단
구분 중 %

뇌졸증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말라리아

9

20

7

10

7

9.0%

20.2%

7.0%

10.0%

7.0%

5

22

7

4

4

5.0%

22.2%

7.0%

4.0%

4.0%

14

42

14

14

11

집단의 경우 ‘보통’이 56%, 전체 통계는 ‘보통’ 50%, ‘좋지 않음’ 46%를 보였다. 같은 문
항의 남녀 빈도수의 경우 성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보통’ 66.7%인 반면
여성은 ‘좋지 않음’ 62.4%의 응답을 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
7.0%

21.0%

7.0%

7.0%

5.5%

문I-1.
성별
여

448

표6. 성별 구분 *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전체

매우 좋음

좋은 편임

보통

좋지 않음

빈도

0

4

66

29

99

문I-1. 성별 중 %

.0%

4.0%

66.7%

29.3%

100.0%

빈도

2

2

34

63

101

문I-1. 성별 중 %

2.0%

2.0%

33.7%

62.4%

100.0%

449

전체

빈도

2

6

100

92

200

문I-1. 성별 중 %

1.0%

3.0%

50.0%

46.0%

100.0%

만30~39세

만40~49세

현재 질환을 묻는 질문에는 A, B집단 별 차이 없이 ‘근육관절통’ 61.5%, ‘혈압’, ‘가슴통
증’ ‘천식’의 순이었으며 남녀의 경우 같은 질환 순위 빈도수를 보였다. 설문집단 선정시

만50~59세

에는 A, B 집단의 특징에 따른 현재 질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질환 종류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식수,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 보다는 비슷한 식생활이 건강문

만60~69세

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7. 성별구분 * 현재 질환 종류
관절
복통
근육통

구분
빈도

A

성별 중
%

성별

61

B

성별 중
%

62

성별 중
%

7

가슴
통증

배뇨
장애

천식
기관지염

열

18

3

17

4

3.0%

17.0%

1

13

3

0

1.0%

13.0%

3.0%

.0%

4

30

7

1

2.0%

15.0%

3.5%

.5%

7.0% 18.0%

15

5

15

62.0% 15.0% 5.0% 15.0%

빈도

전체

6

61.0% 6.0%

빈도

당뇨

123

21

12

만70~79세

33

61.5% 10.5% 6.0% 16.5%

설사

혈압

1

19

4.0% 1.0%

백내장 기타
11

만80~89세

32

19.0% 11.0% 32.0%
23

10

25

2

4

0

세대별 중 %

83.3%

6.7%

13.3%

.0%

빈도

34

3

10

0

세대별 중 %

73.9%

6.5%

21.7%

.0%

빈도

33

7

10

0

세대별 중 %

67.3%

14.3%

20.4%

.0%

빈도

27

5

9

1

세대별 중 %

67.5%

12.5%

22.5%

2.5%

빈도

10

0

3

0

세대별 중 %

76.9%

.0%

23.1%

.0%

빈도

6

0

1

0

세대별 중 %

85.7%

.0%

14.3%

.0%

빈도

144

18

41

1

세대별 중 %

72.4%

9.0%

20.6%

0.5%

29

23.0% 10.0% 29.0%
42

전체

빈도

21

61

21.0% 10.5% 30.5%

㉥ 마을의 의료서비스 수요 파악

마을에서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한 대상 연령층을 묻는 질문에서는 ‘60세 이상’-‘40~60
세’-‘0~5’세 순이었으며 남녀 빈도수도 같았다.
표9. 집단 구분 * 보건사업_주요연령층
구분

0~5세

㉤ 질환 대처 행위
빈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두 집단 빈도가 ‘보건소
이용’ 72%, ‘민간요법’이 21%를 차지했으나, 의료시설이 없는 A집단의 경우 ‘민간요법’
이 2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세대별 분석 또한 ‘보건소 이용’, ‘민간요법’, ‘병원 이용’의

A
집단
구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분 중 %
빈도

B

집단
구분 중 %

표8. 세대별 구분 * 질환 대처 행위
보건소에 간다

병원이용

민간요법

그냥 낫기를
기다린다

빈도

9

1

3

0

세대별 중 %

69.2%

7.7%

23.1%

.0%

구분

세대별

450

만19~29세

빈도

전체

집단
구분 중 %

6~12세 13~18세 19~30세 30~45세 45~60세

60세
이상

전체

17

10

7

7

3

26

30

100

17.0%

10.0%

7.0%

7.0%

3.0%

26.0%

30.0%

100.0%

18

4

1

3

1

18

55

100

18.0%

4.0%

1.0%

3.0%

1.0%

18.0%

55.0%

100.0%

35

14

8

10

4

44

85

200

17.5%

7.0%

4.0%

5.0%

2.0%

22.0%

42.5%

100.0%

451

‘마을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원’-‘약

표11. 집단 구분 * 보건사업_진료희망과목

품지원’-‘예방교육’순이었고, A와 B집단의 빈도는 보건소가 없는 B집단에서 보건소의 필
요성이 더 높게 나왔다.(A집단 63%, B집단 70%)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보건위생교육’ 19.2%

감염 내과
소화기
순환기
(감기,
내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
피부질환,
(위염,
(고혈압,
(외과성 (근육통, 인과
감염병
간경화,
심부전,
질환) 관절통 등) 질환
등)
장염,설사 등) 심장질환 등)

구분

로 여성(4%)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보건소 건립’에 73.3%로 남성(59.6%)보다 진료소 건
립에 높게 응답했다. 이는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이 예방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의
빈도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A
표10. 성별 구분 * 보건사업_필요프로그램
구분

진료

보건위생,
예방교육

약품 지원

보건소
건립

전체

집단
구분 중 %

집단
구분

빈도

B

빈도

8

19

13

59

99

문I-1. 성별 중 %

8.1%

19.2%

13.1%

59.6%

100.0%

집단
구분 중 %

남
문I-1.
성별

빈도

전체

집단
구분 중 %

빈도

10

4

13

74

101

문I-1. 성별 중 %

9.9%

4.0%

12.9%

73.3%

100.0%

43

5

21

4

10

6

43.0%

5.0%

21.0%

4.0%

10.0%

6.0%

29

5

27

1

12

15

29.0%

5.0%

27.0%

1.0%

12.0%

72

10

48

5

22

36.0%

5.0%

24.0%

2.5%

11.0%

전체
기타

11

100

11.0% 100.0%
11

100

15.0% 11.0% 100.0%
21

22

200

10.5% 11.0% 100.0%

여

㉦ 여성 건강 상황
빈도

18

23

26

133

200

문I-1. 성별 중 %

9.0%

11.5%

13.0%

66.5%

100.0%

전체

‘생리의 규칙성’, ‘출산’, ‘가족계획’ 등 여성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에는 B집단
여성들의 건강상황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 마을의 의료서비스 수요 파악’에서
산부인과 질환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도 B집단인 것을 볼 때 B집단의 여성들이 자신의 건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진료가 진행되면 가장 받고 싶은 진료’를 묻는 질문에는 ‘감

강 상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염 내과(감기, 피부질환, 감염병 등)’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순환기내과(고혈압, 심부
전, 심장질환 등)’-‘정형외과 (근육통, 관절통 등)’-‘산부인과’의 순이었다. A집단과 B집단의

표12. 집단 구분 * 여성 건강 종합

비교 분석의 경우 A집단은 ‘감염내과 진료’희망이 43%, ‘순환기내과’가 21%인 반면 B집
단의 경우 ‘감염내과’ 29%, ‘순환기내과’ 27%, ‘산부인과’ 11%(A집단 6%)순이었다. 조사
자 성비를 볼 때 A집단의 여성 비율이 B 집단 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A집단 54%, B집단
47%) 향후 사업 고려시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된다.
집 A
단
구 B
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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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규칙성 이상출혈여부 출산경험여부

출산장소

예 아니오 예

자연유산경험(횟수)

구분
아니오

예

아니오

집

병원 없음 1번 2번

가족계획
프로그램
(정부)_참가
여부

3번
있다 없다
이상

54명

7

40

5

42

47

6

47

1

33

13

3

1

6

45

47명

19

19

6

33

32

7

30

2

33

3

0

0

11

29

101명 26

59

11

75

79

13

77

3

66

16

3

1

1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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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 분석

Knowledge

- 지역의 36개 단체와 네트워크

Zone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타낫핀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 파악 내용분석

7

밋다예이/

1

닥터 아르코스
헤인

2

타낫핀지역
마을 대표들

이해관계자
정보
의사들이

이해관계자의 주요 활동과
지역 의료정보
-타
 낫핀 지역 학교의 보건교육(손

설립하고

씻기, 식생활과 몸관리)과 기초신
체 측정(6개 학교, 2,100명 대상)

찌볜수, 쩐지,
나예까르,

- 무료진료 활동
-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 소개(주요
직업, 학교)

타왓마을 이장들 - 마을의 의료상황 소개
-병
 원 설립은 12년, 의료진
부족으로 정식 오픈 못함

찌볜수

3 스테이션병원/
링쑤이 간호사

스테이션병원/

- 간호사 2명으로 운영

병원 총

(1명은 산과 담당)

관리 간호사

- 한 달에 400-500명의 환자 이용
- 열, 감기, 말라리아, 식수로 인한
설사 등의 수인성 질환 높음

향후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협력 태도
(긍정/
부정)

쩐지보건소/
보건소 소장
탄싼

- 타낫핀 동북지역 16개 마을 의료
보건소/
보건소장

대표

서비스 제공

8

센터 /

정부산하단체

- 진료소 설립과 약품지원

긍정적

9

적십자 /
쉐인마뭉

장비, 검진약품 등)

- 가족계획프로그램

- 산모들의 산전, 산후관리
교육과 영양 지원 서비스
-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들

긍정적

에게 영양제 지원 서비스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
는 이주민들에게 여성용

긍정적

품, 생활용품 지원 서비스

- 미얀마 내의 한국 ODA 의료사업
에 대한 상황

긍정적

10

국제보건의료

한국INGO/

재단

보건의료전문/

양곤사무소/

소장

- 미얀마의 전반적인 의료상황
- 인프라 구축, 보건소와 보건지소
설립, 보건인력 강화, 건강정보체
계 강화,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 화장실과 식수 개선 사업
을 통한 기초보건개선 사업
- 기초 의료장비 지원

긍정적

- 의료소외 지역 의료캠프

지원 활동

11

- 의약품 지원 서비스
의료시설 확충(검진

긍정적

활동

- 응급환자 수송 수단 필요

-고
 혈압, 당뇨 높고 계절성 질환과

- 자연재해시 구호활동, 응급구호
활동, 큰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

서비스

- 정부에서는 52종류의 약품 지원

- 현재는 가정 출산이 높으나 병원

더들이 회장 역할
NGO / 부대표

긍정적

인 전기 공급을 위한 발

-주
 민건강(예방)교육

에 관한 교육
- 여성 중심 진료 서비스

- 조직구성: 커뮤니티, 그룹, 지역리

- 임상검사 시설과 안전적

- 마을의 식수상황 개선

- 주민들의 건강권리 증진

24개월 모유수유

- 가족계획프로그램

전기 필요

- 주로 23~25세의 출산률이 높음
출산 장려, 평균 4회의 산전검사,

- 성장단계에 맞는 위생-보
- 각 마을의 식수 상황 개선

- 교육(언어, 컴퓨터, 기술 등)을

활동

모자보건지원
간호사들

건-건강교육 프로그램

이슈 설명
통한 사회 변화 주도

영양섭취와 성장 관련
서비스

- 바고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 분만, 예방접종, 교육 지원 등의

-학
 령기 학생들의 저체중,

- 일본의 지원으로 보건소 설립

4

Training
텐나인 대표

활동하는 NGO/
총무

교육 관련 NGO/

Center /

(content analysis)을 했다.
이해관계자
번
기관/인터뷰
호
이

Vocational

타낫핀타운십

타낫핀타운십

주민

거주 청년그룹

- 타낫핀타운십의 장․단점에 대한

- 진료소 건립

랭킹과 시즈널 캘린더 작업을 통

- 건강교육

한 마을 상황 이해

- 의료캠프서비스

긍정적

긍정적

수인성 질환 환자 많음
쎄인투의원,

5

아웅의원,
웨라멩의원/
원장 닥터들

타낫핀타운십
1차 의료기관/
의사

- 감기, 뎅기열, 수인성 질환, 내과
환자들이 주로 이용

- 수준 높은 무료 진료서비스

- 남성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 관절 - 혈액, 소변 등의 기초
염 높음

04 변화의 영역 ---------------------------------------------------------------

- 어린이 영양지원 서비스
긍정적

1) 주목 분야

검사 서비스

-1
 8명의 의료진들이 교대로 무료
진료 활동
베이만시엔

6

자선병원/ 사회

- 당뇨, 만성질환 높음

- 주민들에게 의료정보

타조수

임 의사

심각
-안
 과질환 및 수술 지원과 장례
서비스 제공

① 의료시설 식수 개선 사업

제공 서비스

병원/ 닥터 덤 공헌활동 총괄 책 - 농
 촌지역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 - 응급콜서비스
- 지역 자선병원 의료기금
지원

긍정적

②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과 보건위생 교육
③ 산전, 산후 교육 및 검진 지원과 가족계획 프로그램
④ 의료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캠프 프로그램(임상검진 필수)
가. 타낫핀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빈곤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자
궁극적인 해결과제,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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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후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 훈련,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등에 주목하

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

여 살펴봄.

역의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의 성장을 체크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의 지원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기초보

나. 물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임을 확인, 물과 연관된 환경개선
(식수, 화장실)이 질병 특히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필요. 정수기 지원 사업은 수

건-위생교육, 성장발달에 따른 건강정보, 올바른 식생활교육 제공은 지역에서 필요
한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와 부합한다.

질이나 현지의 기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식수(와 화장실 환경)
문제 개선은 이들의 성장발달 및 건강관리에 필수적임.

③ 미얀마 전체의 영아 사망률과 출산 관련 사망률을 보면 출생 1,000명 기준 41.1명
(2012 MDGs 보건 관련 지표 참고)으로 2015년까지 26명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모자보건센터의 인력 상황
다. 마
 을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수요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보건소 즉 의료인력이

을 볼 때 마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지역조사 설문에서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 등으로 단기

도 ‘산부인과 질환’과 ‘가족계획 프로그램’ 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높았으며,

의료캠프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여성들의 산전검사 기회도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병원 출산보
다는 가정 출산이 높고, 출산시 마을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긴 한다지만 타낫핀

2) 현지의 수요 및 상황

타운십 전체 주민대비 조산사 숫자를 보면 1:4,582명이나 된다. 마을의 보건소, 모
자보건센터, 1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산전산후 관리 체계를

①이
 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마을 대표들이 식수 상황에 대한 개선 문
제를 가장 시급한 마을의 현안으로 삼고 있었다. 식수의 종류를 묻는 설문에서도

통한 산모들의 모자보건 향상과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여성들의 건강
권을 증진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한 식수 ‘물탱크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대답은 A, B 전체
집단의 1%만 차지했을 뿐이다.(빗물 정화 후 사용 45%, 마을 호수물 사용 39.55%) 문제

④ 타낫핀타운십 내 기초적인 혈액, 소변 검사가 되는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

는 의료시설도 정화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사팀이 방문한 찌

근에는 간단한 혈액-소변 검사 스틱을 통해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조기 발병과 치

볜수 마을 스테이션 병원의 경우도 호수물을 받아 의료기기 세척이나 의료서비스

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당뇨는 질환력(유병률)과 현재력에서 높은 비

에 필요한 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을의 식수 뿐 만 아니라 의료시설 내

율을 차지했다. 당뇨의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의료접

의 작은 정수기 등의 설치를 통한 의료시설 식수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미얀

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임상진단검사와 여성 질환 검진, 식생활 개선 교육 등의 중

마 정부에서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필수 약품을 보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

심으로 하는 의료캠프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기초 건강권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간단위의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이다.

②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타낫핀타운십 1차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3)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현황과 관련해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뽑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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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얀마는 아직 학교 급식이 없고,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싸오지만 가정의 형편에

타낫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물과 연관된 환경개선(식수, 의료시설 식수, 화장실

따라 식사의 질과 이를 통한 영양 섭취에 많은 차이가 난다. 학령기 아동의 영양 상

등)과 산모들의 산전-산후 교육과 검진, 출산환경 개선, 지역 주민들의 기초 검진권 강화

태 개선을 위해 지역의 몇몇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학교에 영양죽(우유죽)을 지원하

등이 꼭 필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수와 기초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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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
2
3
4

예상지표
영아사망률
(출생 1,000명 당 사망)
5세 미만 사망률
(출생 1,000명 당 사망)
모성사망률 [1]
(출생 10만 명 당 사망)
산전진료 이용률
(최소 1번)

기초선

비고

41명

2012 OECD 국가 평균 1,000명 당 4명 [1]

52명

2012 아시아 20개국 평균 1,000명 당 30명 [1]

200명

2012 OECE 국가 평균 10만 명 당 6명 [1]

81%

5년 이내 출산 여성 3,583명 기준 [2]

5

시설분만률

37%

아이 4,286명 기준 [2]

6

숙련된 출산도우미 분만참여율

60%

아이 4,286명 기준 [2]

71.2%

2년 이내 출산 여성 1,669명 기준 [2]

28%

[3]

29%

[3]

7
8
9
10

산후진료 이용률
(출산 후 2일 이내)
5세 미만 발육부진률
(나이에 비해 작은 신장)
5세 미만 저체중률
(나이에 비해 저체중)
안전한 식수 인구이용 비율

68%

이 중 17% 가정만이 저장소(인공연못, 탱크)에서
식수 추출 [4]

자료 : [1] 그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2015. OECD, OECE 대
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2] Myanmar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5-16 - Key Indicators Report. 2016. Ministry of Health and

해 지역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스스로 깨닫고, 본
인과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인식 증진과 건강권 증진에 관심을 갖는 생활
의 변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본회의 경험과 전문성은 이번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
역에 필요하다고 드러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고 판단된다. 또한 타낫핀 지역은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오는 미얀마인들이 많은 지역이
고, 마을 방문을 통해 만난 주민들 또한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단체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자 단체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본회가 구
축한 의료기관, 의료진, 진단검사전문기관과의 협력 경험은 타낫핀 지역 의료서비스 프
로그램 시행에 매우 실제적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05 자료 출처------------------------------------------------------------------- 개발도상국 농촌의 보건의료현실과 보건계획 수립(미얀마의 경우) / 손예리, 조병희 저 / 도서출판 한
미의학
-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 권순만, 김태현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Sports. The DHS Program, ICF International.

- 미얀마·베트남 젠더 프로파일 201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http://www.who.int/maternal_child_adolescent/epidemiology/profiles/neonatal_child/npl.pdf

- 한국의료 미얀마 진출 가이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미얀마 ODA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015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 미얀마 농촌지역 보건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실행과제 3대 지체요인의 분석 / 서울대학교 보

4)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건대학원 및 보건환경연구소
-지역사회 평가 도구 로타리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실천하가 / www.rotary.org

본 단체는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와 건강’을 모토로 10년
동안 네팔의 의료소외지역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의료소외지역
에서 의료캠프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와 지역 의료기

-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15 / 김현경 외 공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개발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평가/성과관리 분야), 민간단체 사업평가 / 성과관리 분야 역량강
화 프로그램 결과 보고집 (2013-2014) / 지구촌나눔운동, 코이카

관 연계를 통한 중증, 만성질환자 치료지원으로 주민들의 의료문제 해결과 건강권 향상

- WHO보건사업 공동평가보고서(2013) / 코이카

에 일조해왔다. 또한 네팔 농촌지역인 바누마을에 보건소를 세우고, 마을 여성들을 대상

-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2015.

으로 ‘영유아 사망률’, ‘임산부의 건강개선’등 MDGs의 글로벌한 의제 해결 지원을 위해
‘산전교육과 산전산후 검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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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13-2014년 지역개발사업 보고서 2014 / Bago주, Bago District, Thanatpin타운십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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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서 2014 (미얀마 현지 자료 번역)
- 2014-2015 회계연도 Thanatpin 타운십의 개발사업 / 미얀마연방공화국국가기회경제개발부 기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획부서 (미얀마 현지 자료 번역)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2014 Myanma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ighlights of the Main Results, Census Report Volume 2-A /
Department of Population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2014 Myanma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ago Region, Census Report Volume 3-G / Department of

01

02

Population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 WHO 국가별 관련 정보 / www.who.int/countries
- World Bank 국가별 정보 / data.worldbank.org/country
- Myanmar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5-16-Key Indicators Report / 2016.
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 The DHS Program, ICF International.
- http://www.myanmars.net/myanmar/myanmar-states-divisions.htm
04

- h ttp://www.burmalibrary.org/docs6/MIMU001_A3_SD%20&%20Township%20
Overview.pdf
- http://www.myanmar.cm/myanmar-government-info/ministries-in-myanmar.
html

03

05

06

07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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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트너 단체 White Drop of Water 회원들과의 인사
타낫핀 지역 대표들 미팅
의사들로 구성된 NGO 밋다예이 미팅
찌볜수마을 스테이션 병원 관계자 인터뷰

05 타낫핀고등학교 선생님들 미팅
06 쩐지보건소장의 지역 의료 상황 설명
07 조사원 모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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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01 현지 파트너 단체 맨파워 인큐베이팅 사업----------------------

08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미얀마인들의 문화의 특성은 오랫동안 군사독재
를 겪었음에도grassroot 레벨에서 새로운 발전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지 많은 미
얀마인들이 그동안 외부 세계와의 자유로운 소통이나 연대활동이 미약한 데 반해 해외
이주노동을 경험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문제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이주노동의
전과정을 통해 국가간 불균형 발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
요성 또한 절실하게 체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직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
09

10

해 얻어질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 조사를 진행한 현지 파트너단체는 이러한 요소들을 두
루 잘 갖추고 있지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 마
인드 함양과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주민 기초보건의료 사업과 더
불어 현지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11

12

02 식수 환경 개선 사업 ---------------------------------------------------UNICEF가 2012년 미얀마 24개 지역의 6천여 가구에서 진행한 물, 위생시설, 위생관
리의 연구를 보면 유효성과 안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조사연구에서 68%의

08 나예까르 마을 방문 모습
09 조사원 교육
10 마을 이동 수단 -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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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OFIH 양곤 사무소 방문과 인터뷰
12 설문조사

가정은 개선된 수원을 이용하지만 그중 17%의 가정만이 저장소에서 식수를 추출하는
안전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의 식수는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안
463

전한 식수를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은 낮았고, 마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물의 안전
성에도 예외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타낫핀 지역의 기초보건의료 향상을 위

15

PART

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식수 환경 개선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식
수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조사 전 구상했던 사업의 방향성이 아니므로,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행정]

03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과 보건위생 교육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번 지역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지
역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과 성장 저하를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지역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영양 상황 개선은 경제 발
전 수준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지역 내 학교, 학교의 보건교육을 하는 지역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정기적인 영양 급
식 지원과 섭식 교육, 성장 발달 체크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발달과 보건 위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

04 산전, 산후 교육 및 검진 지원과 가족계획 프로그램 --------미얀마는 모성사망률, 영유아사망률이 높아 MDGs 타겟을 두고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산모들은 선전
교육과 검진, 산후 검진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에
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생애주기적 교육과 함께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모
자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시행일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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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네팔 카트만두(네팔 수도)
포카라(카트만두에서 비행기로 30분 소요)
465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전 세계국가 중 가장 최근인 2008년에 민주공화국이 된 네팔연방민주공화국(Samghiya
3

Lokt ntr k Ganatantra Nep l, 이하 네팔)은 경제적 취약함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에티오
3

피아나 팔레스타인과 비견될 만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Arya et al., 2007: 2;
기본정보
단체명

한국노인복지중앙회

Cameron, 2004: 26).1).
작성자

2015년 4월 25일 UTC 6시 11분 26초(네팔 표준시 11시 56분 26초)에 모멘트 규모 7.8의

김재원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네팔 간다키 구 고르카 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대략 15km

단체현황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조사 목적

공공행정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160**

제3세계 빈곤노인에 대한 국제사회책임에 동참하기 위해 조사지에 노인복지해외거점(요양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조사 및 사업실행을 위한 현지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1.카트만두(네팔 수도)

국 가

네팔

지 역

2.포카라(카트만두에서 비행기
로 30분 소요)

대상 국가 및 지역

로 이 지진은 1934년 네팔-비하르 지진 이후 네팔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인해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8천400명 이상이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진으로 인해 카트만두 계곡의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파괴되었다(위키백과).
2015년 말 현재 한국에서는 1,421개의 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양로시설을 운영
하고 있고, 이중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9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시
설의 숙련된 종사자(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 등)는 3만
명 이상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UN이 선정한 최빈국 네팔, 캄보디아 등 제3세계 노
인의 인권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설립지원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의 국제
화운동을 전개하고자한다. 따라서 지역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전통, 노인복지
관련 욕구·대상자 현황, 정부규정 및 정책, 부지 그리고 INGO 설립 절차 등 관련 제반사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13일 ~ 9월 19일 (총 7일)

조사기간

항을 파악하고 현지정부 및 협력파트너와 MOU 체결 추진을 통한 본 사업의 타당성 검
토를 목적으로 했다.
한편 중앙회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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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과 사회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는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문화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Ang and Dyne, 2008: xii; Peterson, 2004: 6~7), 심지어

조사 결과

원주민 문화의 장점을 파괴하는 현상도 나타난다(Sardar, 1997: 29). 뿐만 아니라 해외에

chapter 02

진출한 사회복지조직들은 현지 토착화에 기반한 자치적 구조의 주민조직과 인프라를 구
축해 자생적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양옥경·최명민(2006), 윤
현숙·김영범·허소영(2006) 등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토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또한 국제복지활동을 위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포함한 문화적 이해
를 충분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Peterson, 2004: 88; Hammer, Bennett and Wiseman, 2003:
422). 길지 않은 조사기간이라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그들의 강점을 파악해, 인권기반의 노인복지 사업을 스스로 토착화할 수 있도록 상호소
통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네팔에서 국제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네팔품(Nepal Pum)’이 베시마을(Besi village)
에서 수행하는 ‘허실로 베시가웅(Happy Village Project)’사례연구를 통해 긴급구호나 지역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을 견지하려고

8월 1일

노력했다.

~ 8월 17일
8월 17일
~ 8월 26일
8월 25일
~ 8월 26일

국내

8월 29일
~ 9월 7일
9월 1일
~ 9월 9일
9월 8일
9월 26일
~ 10월 17일

활동 내역 약술
•문헌조사 수집 및 분석(네팔 기본 정보, 지역정보, 노인복지 관련)
•현지 시설방문관련 사전 협의
•KCOC 심화교육
•현지 조사 방법 연구 및 준비
•일정 점검 및 조사 준비(예매, 예약 관련 확정)
•KCOC 컨설팅
•현지 조사 결과 바탕 내부 논의 진행
•현지 조사
- 9월 13일 : 카트만두 도착
- 9월 14일 : 포카라 노인복지시설 방문(Pokhara aged shelter)

현지

9월 13일
~ 9월 19일

- 9월 15일 : 포카라 지역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9
 월 16일 : 카스키 주정부 관계자 인터뷰, 현지 NGO 인터뷰,
노인복지시설 방문(Vatsyaya aged shelter)
- 9월 17일 : 카트만두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9월 18일 : 현지 NGO 인터뷰, 카트만두 노인복지시설 방문(Mother’s house)
- 9월 19일 : 카트만두 국립양로원 방문(Elderly’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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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

03 조사 결과 분석 -----------------------------------------------------------

• 네팔 국가 및 지역정보는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방문과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이기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국제원조

포카라, 카트만두 지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운영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함

를 받던 수혜국(Recipient country)에서 불과 40여년 만에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8월 1일~17일

1

네팔 국가 전반 사항

문헌조사

2

포카라 노인복지 현황

시설방문 및 인터뷰

3

포카라 지역 내 타 기관 활동현황

시설방문 및 인터뷰

포카라 정부 관계자

4

(노인복지 현황 및 INGO 설립)
카트만두 정부 관계자

5

(노인복지 현황 및 INGO 설립)

6

카트만두 내 타 기관 활동현황

country)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도영아, 2009). 한국은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

발기구내의 국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정식 가입
된 국가가 되어 명실상부한 원조공여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기본 정신과 원칙, 그리고 목표를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재정되었

9월 13일~16일

으며(KOICA, 2010), 이로 인해 해외원조는 분야별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노인복지를 대표하는 단체중 하나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이번 현지조사는 준

인터뷰
인터뷰

9월 17일, 19일

시설방문 및 인터뷰

9월 18일

비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노인복지중앙회의 전문 인력들과 기술·지식을 전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설
립·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본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지역 주민 개개인의 욕구 조사
보다는 해당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확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

• 조사팀원
구분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기 위한 현지 NGO 담당자와의 미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을 한 인터뷰 중심으
이름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담당역할
현지지역조사 사업 총괄

현지지역조사 실무 총괄

로 우선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 네팔의 총괄 현황

• 일반현황

현지지역조사 실무

실무자

김재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임)

조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조사비용 관리
일정 조정 및 예약, 구매 담당

코디네이터

전문가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네팔 현지 주정부 관계자 연계
현지 시설 방문 협조
협력 가능한 포커스 그룹 설정

신창환

현지지역조사 및 사업관련 자문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요양서비스 관련 제3세계지원사업 프로그램 자문

구분
공식국명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위치

아시아(동경 84° 00", 남위 28° 00")

면적

147,181㎢ (한반도의 2/3, 세계94위)

기후

아열대 몬순기후(1월 평균기온 11˚C, 7월 평균기온 25˚C)

인구

약30,986,975명 세계42위

행정구역
산업구조(총 GDP대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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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5개 Development Region, 14개 Zone, 75개 District 및 3,913개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로 구성
농업 36%, 2차산업 15%, 서비스업 48%(`12)
카트만두 (Kathm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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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

카트만두, 포카라, 치트완

민족구성

아리안족(80%)

고 있다. 정부, 지역 내 NGO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재 65명의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생활시설이다.
입소경위는 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경우이다. 요양원을 설립

언어

네팔어

종교

힌두교 80.6%, 불교 10.7%, 이슬람교 4.2%

한국과의 수교일

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 시설 특성상 단체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스트 제
도의 영향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카스트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1975. 5. 15

계급에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자간 서로 신체접촉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
가 없다고 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계급에 따른 제약은 없다고 하였다. 입

• 경제현황

소자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해당
시설에는 치매노인이 1명이 있었는데 이 분의 경우 1인실에서 별도로 관리가 이루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GDP

US$ 억

186

179

192

197

GDP 성장률

%

3.5

4.2

4.1

5.3

1인당 GDP

US$

653

624

708

716

소비자물가 상승률

%

7.7

8.3

-

-

수출

US$백만

869

871

827

924

수입

US$백만

5,352

5,418

5,986

7,177

무역수지

US$백만

-4,483

-4,547

-5,159

-6,253

경상수지

GDP(%)

0.3

1.6

4.5

3.3

본 시설은 포카라 시에 위치한 또 하나의 노인복지시설이다. 25년 전에 설립되었

총국가부채(외채)

US$억

38.3

38.2

35.1

34.3

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으나 지역정부와 지역의 일반 사업가들의 지원

어지고 있었다.
시설방문 당일은 포카라시의 라이온스클럽의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라
이온스클럽의 대표(Mari pahari)가 포카라에서의 일정 진행에 현지 협력자로서 역
할을 해주었다. 라이온스클럽의 경우 월 1회 해당시설에서 건강체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의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기본 건강점검(혈압, 문진, 채
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식료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2) Vatsyaya aged shelter(bacchibuduwa pokhara-18, Nepal)

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재원은 지역 내에 특별한 문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

나. 네팔 포카라 지역 조사

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와
서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있어 그로부터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한달에 평균 약

○

조사방법

포카라시에 위치한 현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방문과 현지 NGO 방문 및 인터뷰 그리
고 행정부처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000가 운영비로 필요하다. 시설에는 총 17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4명
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해당시설의 경우 개인입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내 병원에서 무연고자 환
자의 경우 시설로 인계를 하고 있으며 따로 입소비용은 없다고 한다. 접근성이 좋

○

조사내용

1) 노인복지시설 방문
(1) Pokhara aged shelter(Bagmara Road, Pokhara 33700, Nepal)

본 시설은 포카라에서 유명한 국제산악박물관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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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외부 단체의 방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PHP(rastra bank marg house no 208 pokhara, Nepal)

Pokhara Health care Project(이하 PHP)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현지
NGO단체이다. 포카라 지역조사차 로컬마켓과 페와 호수 쪽을 살펴보던 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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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와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소개받아 방문하게 되었다.

입소자 성향으로는 1명의 노인만 글을 읽을 정도로 문맹률이 매우 높다고 하여 여

PHP는 한국인 지동암씨가 대표로 있는 로컬 NGO 단체로서 약 8년 전부터 활동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텃발

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고산 지진 피해지역 긴급지원, 고산지역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중이라고 하며 향후 시설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지원, 의료 장학생 지원, 교육 및 기관지원, 포카라 환경정화 운동 등을 진행하

고혈압과 당뇨 ED 성인병에 노출된 노인이 다수이며 치매노인은 없다고 한다. 최

고 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노력과 현지인들도 어려워하는 환경미화와 같은 궂은

초 자체 계획 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치매환자와 와상환자가 주요 대상으로 기획

일도 마다하지 않은 덕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구축하였

을 했었는데 방문했던 모든 시설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통한 답변을 통해서도 노인

다. 주요 재원은 한국의 후원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후원금이다.

의 치매문제는 크게 현지에서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요 서

PHP 대표님께서는 네팔에서 NGO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비스 내용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세계 각지에서 네팔 내에서

매월 한화 약 2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며 정부의 지원은 없다고 한다. 그러

NGO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데 네팔 정부의 경우 해당 인력들의 비자발급 문

나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 및 자조분위기 형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로 NGO에 대한 관리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8년째 활동을 하

이 곳을 방문하기 전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INGO 설립에 대한 계획

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어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만 비자발급이 어려워 비

수정을 느끼고 있었고 지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INGO 설립보다는 현지의 믿

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을 수 있는 파트너(Local NGO)를 만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른 조언사항으로는 네팔에는 조손가정이 많은 관계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었다.

결합된 형태로 지원할 것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서 내부적으로 논의 되었던 부분이었으며 최초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이라는 목
표를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 Social Welfare Centre Briddhashram(Pashupati Nath Road, Kathmandu 44621, Nepal)

본 시설은 네팔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립양로원이다. Manoj Kumar Basnet이 단
체장으로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여성 90명, 남성 110명 총 200명이다. 앞서 소

(4) Sewak Mitra(Bagdol – 4 Lalitpur, Nepal)

개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인원은 없다. 입소인원 200명

본 시설은 한국 민간구호단체인 써빙프렌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트만두시에 위

중 중증장애인이 77명 비장애인이 123명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

치한 양로원 시설이다. 현지 책임자로 있는 김일환 지부장은 현재 KONAN 회장

다. 7명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목욕 및 청소 시트교체

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 네팔에서 첫 해외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단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7개의 화장실 모두 재래식이어서 지체장애인들에 대

체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본 시설은 현지인 7인의 이사

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은 기부금 1,500만 네팔루피의 이자로 직원 인건

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4층 규모의 건물에 14명의 여성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직

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식재료 같은 경우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유적지 내에

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숙소생활을 하며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지진의 피해로 테크니컬 붕괴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직원들의 급여수준은 기숙하는 직원들의 경우 원화로 월 8만원, 출퇴근 직원들의

있어 위험요소가 있다. 추후 MOU를 진행하여 노인대상 케어기술과 지식, 행정 제

경우 원화로 12~15만원 정도이다. 이와 같은 NGO의 경우 네팔 현지 대학생들로

반사항에 대한 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터 인기가 좋은 직장이라고 하며 따라서 그들의 업무능력도 좋은 편이라고 한다.
특이사항으로는 한국계 NGO중에서는 유일한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한다. 시설방
문과 정부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다 실감하게 되었지만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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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ld age Management and Social Welfare Trust(Soaltee mode, Ravi Bhawan, house no
183, udayabasti marg, kathmandu – 13)

본 시설은 일명 Mother’s house로 불리며 대표자 Dil shova sbrestha가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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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당시설은 노숙인 쉼터로서 성격을 띄고 있으며 여성 노인 55명이 현재 거

거쳐 점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하고 있다. 대표자가 남편에게 딸과 함께 버림받은 아픔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

Mohan Pahari는 의사로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

람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재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월 평균 한화 100만원 정도

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호흡기질환이라고 답변하였다. 카트만두의 경우 모

가 필요하며 식재료의 경우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상

래, 먼지 등으로 인하여 공기 상태가 좋지 않고 과도한 흡연 등의 원인으로 호흡기질환로

당수 있었으나 숙소로서의 기능만 할뿐 별도의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인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성질환에는 나이,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2) 이해관계자 인터뷰(포카라 시 라이온스클럽 지부장, 의사)

그중에서도 경제적 상황에 따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노인

포카라 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라이온스클럽의

복지중앙회의 노인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앞선 시

지부장(Mari Pahari)과 의사(Mohan Pahari)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주민조직의 역할과 지

설 또는 개별 인터뷰에서도 들었던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

역 내 주요 노인성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점점

Mari Pahari는 네팔 라이온스 클럽의 District 325 B1 지부장을 맡고 있다. 해당 지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가족으

에는 40명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데 필요

로부터 거부당한(rejected) 노인들이 많아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방치되고 버

한 지원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와 모금활동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다.

려지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특정 상황 또는 대상자에 대한 의뢰를 접수하

계획단계에서 설립하게 되는 시설의 주요 기능은 치매노인과 욕창환자 케어를 기획하

게 되면 사무실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치고 적합한 개입방법을 결정한 후 지원을

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해보았다. Dr. Pahari는 치매의 경우 아직은 네팔에서

하게 된다. 이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 물탱크 공사, 의약품

보편적인 노인성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으며 욕창보다는 오히려 낙상환자에

지원, 병원이동 지원, 교육지원 등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 케어가 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이

포카리 지역 내 노인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에 건강관리와 무연고 또는 가
족으로부터 거절된 노인 문제를 답변하였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원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추후 계획 수립 시 집중해야 할 케어 서비
스에 대한 논의점을 시사해 주었다.

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 설립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해 주었다.

3) 관련 정부부처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시설 설립과 NGO 운영에 있어 필수 성공요소로 첫 번째로 안정적인 재정을 꼽았으며

네팔에서 INGO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알아보고 노인복지 현황을 알

두 번째로 좋은 현지파트너라고 답변하였다. 수많은 NGO들이 네팔에 들어와서 큰 도움

아보기 위해서 먼저 포카라 시의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SKI>를 찾았다. 시장

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획 진행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약속했던 기간을 채우기 전

은 출장을 나가있어서 부시장인 Jhalakram Subedi 그리고 사회복지부처 담당자와 인터

에 포기하고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건강한 운영을 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NGO 설립이 어려워 대부

별도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면 결재라인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분 현지 NGO와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건

있었다. 업무의 제1순위도 브라만 계급을 위한 행정·정책 업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강하지 않거나 실력이 부족한 현지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속임이 없고 합리적이고 투명

있었다. 또한 공무원의 99%가 브라만 계급이었다.

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현지 파트너 단체를 찾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노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방문했던 시설인 Pokhara

부분은 Sewak Mitra 시설을 방문했을 때도 들은 내용으로 추후 추가 현지 조사를 진행하

Aged Shelter와 같은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NGO와 관련된 직

게 될 때 현황 및 제반 사항 파악뿐만 아니라 건강한 현지 단체를 찾고 여러 차례 미팅을

접적인 업무는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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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약물중독과 흡연
이라고 대답했으며 다른 곳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

04 변화의 영역 ---------------------------------------------------------------

인,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문맹률을 문제로 짚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기대

조사기간 동안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원조단체와 원조단체가 바라보는 현지인과 현지

한다고 하였다. 포카라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와 노인관련 정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따로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 네팔 주민들의 상당수가 NGO에서 일하는 것을 선망

종합적인 데이터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했고, NGO는 그들에게 미리 돈을 맡겨둔 은행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계적인

포카라 시의 NGO 업무를 담당하는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KASKI>를 방

빈곤국가 중 하나인 네팔은 세계 정부 및 민간 구호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하는 곳

문하였다. 그곳에서 NGO 업무 담당자인 Arjun Neupane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관

이 되었다. 중앙회가 추진하고자하는 사회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식 속도와 방식으로

의 방문 목적과 향후 계획중인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INGO 설립 과정에 대해 문의하였

진행할 경우, 네팔인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네

다. 인터뷰 결과, 우선 카트만두 시에 위치한 <Social Welfare Council(SWC)>에 proposal

팔 지역사회의 보존가치가 높은 토착 문화들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을 제출하고 그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해당 자치구에 활동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PT 발표를 하고 난 뒤 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

가. 주목 분야

때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위원 명단이 정해진다. 심의 후에 승인을 받아 일을 진
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WC인데 자치구와 여러번 오가는 과정을 거칠 수

조사원들이 주목한 것은 노인의료복지의 필요성과 대상자 나아가 서비스제공을 위한

있다고 하였다. INGO로 승인이 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이야

접근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을 주목해 보편적으로 밝혀진

기 했으며 2,000여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NGO는 60여개,

노인문제 중 일부를 지역주민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중 INGO는 5~6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로컬NGO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

한국의 독거노인은 노인부부가구나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절대빈곤과 허약한 상태

천하였고,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어 식수원 확보 또는 학교나 병원을 짓는 건축사업 등

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다양한

이 유리하다고 하며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본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김기태·박봉길, 2000; 박영두, 1997; 유광수·박현선,

지는 않았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가시적이고 큰 자원

2003). 이는 독거노인들의 보편적인 문제상황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욕

이 투입되는 사업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구(Needs)가 도출되는데, 이중 노인의 자살에 주목했다.

한편, 네팔 NGO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이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수와 비율이 폭발적으로

지적되었다. 그 내용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영

증가하였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했다. 대체로 독거노인은 동

역의 경우 첫째로 국제원조에 대한 네팔 정부 관리들이 비우호적이고 금전거래에 영향

거노인들에 비해서 교육이나 소득이 낮음에 따라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

을 받는 태도, 둘째로 INGO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자주 바뀌는

고 가족과 친척의 지원 없이 고독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사회적 상

비일관성 그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첫째로

태로 인한 자살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김영주, 2009).

네팔인 NGO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예산을 오남용 하는 문제, 둘째로 보잘 것 없는 이미

독거노인은 빈곤과 질병, 역할상실과 고독 등 노년기의 4중고를 비 독거노인보다 상

지로 인하여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 셋째로 해외 원조기관에의 의존성이 크고,

대적으로 더욱 심하게 겪을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국경을 초

독립적이지 않은 문제 그리고 수도인 카트만두 중심 그룹과 힌두교 그룹에 정보와 권력

월해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향후 시설을 개설하게 될 경우, 독거노인에 대한

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우수명, 2012;35)

우선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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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는 말했다. 네팔에서 국제NGO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국
제NGO가 네팔의 각종 현안을 지원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문

Actualitix를 통한 사전조사에서 네팔의 평균수명은 2013년도 기준 69.2세로 파악됐
다. 2000년도 62.3세에 비해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평균수명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노인

제가 있기 때문에 네팔에서 국제NGO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협의회(Social welfare
committee)측은 직접사업보다 로컬NGO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노인으로써의 욕구로 이어져 사회적 책임과 국가과제

향후 네팔의 노인복지를 지원하기위해 현지에 직접 INGO를 설립하는 것이 그들에게

로써의 안전망이 강구되어야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네팔 노인의 사망원인과 자살률에 대

유리할지, 현지 로컬 NGO를 지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와

한 통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네팔 노인의 일부는 약물(마약)의존도가 높아 드러나지 않은 사회문제라고 했다. 독거
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 및 축소를 겪으면서, 음주, 약물에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의지하게 되고,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태가 변하지 않고 악화된다는 인지가 자살

사업활동(Activity)

지표(indicator)

기초선(Baseline)

한국은 지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고령자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요양시설건립

설립허가증

0

자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2015년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운영

운영매뉴얼, 인권매뉴얼

0

문해교육

교육시행횟수

0

자원봉사자 교육

교육시행횟수, 참가자수

0

후원조직구성 및 운영

후원자수, 후원액

0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네팔 등 제3세계에 전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현

건강증진사업

병원 진료 횟수

0

지정부의 정책환경과 의지, 노인에 대한 부양실태, 노인복지실천현장의 실태파악을 위해

잔존기능향상

기초건강 월별체크

0

직원교육

직원만족도, 근속기간

0

사고를 불러 온다(Osgood,1991; Stravynski & Boyer, 2001).

294,788명사회복지사는 13,9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예산은 4조5226억원
이었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사회복지분야 중 전문화, 특화될 만큼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
적 발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중앙회는 1421개의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시설을 대표하는 단체로 한국의 장기요양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현지 정치상황이 NGO단체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목도했
다. 아울러 신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불가촉 천민의 경우, 우월한 계급출신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는 중앙회가 향후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할 경우,
동일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시설내 수용했을 경우, 수용자들간 반목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정치적 상황은 국제NGO활동을 하는데 매우 심각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

인간의 노화과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행형이며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일상

다. 네팔왕국은 2007년 1월 15일 왕정이 종식되고 과도정부로 정치체제가 변경되었으

생활이 곤란해지는 특성과 이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충이 수반된다. 6.25한국전쟁 이

며, 2008년 5월 28일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하지만 네팔 의회에서 헌법안

후 가족을 잃은 노인과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설립됐고, 이

을 심의하지 않고 있어, 네팔정부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초 중

단체들의 서비스 수준과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해 본 단체는 1954년 설립됐다. 회원은

앙회는 카트만두시나 포카라시와 MOU를 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 헌법이 통과되지 않

대부분 사회복지 법인과 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노인의료복지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

아 MOU를 체결할 수 없다는 상황에 직면했다.

했다.

한편 네팔에서 활동중인 NGO는 4만개 정도 등록해 활동중이라고 지동암 대표(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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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의 노인복지역사는 1885년 Jean Blanc 주교가 서울 종로에 노인 40명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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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설을 설치했고, 1907년 10월 평양의 12개 교회가 평양양로원 개설했다. 이후 국
내외 종교인들에 의한 시설 개설로 무의탁 노인들이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
양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노인복지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복지 태동기부터 함께 활동해온 본 단체는 노인의료복지의 경험과 지식을 제3세계
에 전수하고자하는 정책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수명은 품의 국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 연구에서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첫째,
네팔품은 한국적 방식과 속도를 가진 외원적 성격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네팔교사와 청년
들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네팔품은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하
여 사업의 전환을 꾀하였다. 둘째, ‘존재와 관계’로 관점변화를 통하여 지역 속으로 들어
가기로 하였으며, 상호존중의 관계에서 베시마을과의 만남을 가졌다. 셋째, 주민들이 스

박봉길, 전석균(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연구. 정신보건
과 사회사업, 22, pp.58-90.
박영두(1997). 생활보호 대상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서울.
양옥경·최명민. 2006. “한국 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접근의 현황과 과제”. 『한
국사회복지교육』 Vol. 2 No. 2: 39-84.
우수명(2012), 네팔품의 국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40호, pp. 31-58.
유광수, 박현선(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3(4),
pp.163-179.
윤현숙·김영범·허소영. 2006. “한국 노년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년학』 Vol. 26 No. 3:
447-460.

스로 자기마을을 알아가고, 희망을 느끼고, 긍정적이고 존중받는 역할을 하도록 기다리

이소정(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pp.1-19.

며 소통하며 지원하였다. 넷째, 서로의 것을 상대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한혜경, 이유리(2009).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3),pp.805-822.

강점을 함께 배우는 상호관계성의 중요함을 경험하게 하였다. 다섯째, 청년위원회, 마을

Ang, S. and Dyne, L. V. 2008. Handbook of Cultural Intelligence: Theory,Measurement,

도서관 건립과 운영, 학교 교육의 변화, 마을신문의 발행, 방과후 학교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이 성과로 나타났다. 여섯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성숙과 함께 네팔품 상근직원
들은 베시마을의 마을주민 구성원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시화와 지역막개발로

and Applications. New York: M. E. Sharpe, Inc.
Arya, R. C. et al. 2007. NEPAL YEARBOOK 2007 VOLUME 12. Kathmandu: NYB
Publications.

인한 파괴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우수명, 2012;52) 지역주민 스스

Osgood, N. J.(1991). Psychological factors in late-life suicide. Crisis, 12(2),pp.18-24.

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접근방법을 적극 수용할 필요성

Peterson, B. 2004. Cultural Intelligence: A Guide to Working with People from Other

이 있음을 인식했다.

Cultures. BOSTON·LONDON: Intercultural Press.
Sardar, Z. 1997. INTRODUCTION: Cultural Studies, ICON BOOKS.
위키백과

05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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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한국노년학, 20(1),pp.153-168
김미령(2009). 여성노인 사중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스트레스인지 영향 및 대처자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43, pp.303-330.
김영주(2009). 남녀별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건강습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비교.기본간호학회
지, 16(3), pp.333-344.
도영아. 2009.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개발NGO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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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01

08

09

10

11

12

13

14

15

02

03

04

06

05

01
02
03
04

07

Pokhara Aged Shelter 시설방문
Pokhara Aged Shelter 시설방문
Pokhara Aged Shelter 시설방문
Vatsyaya aged shelter 시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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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atsyaya aged shelter 시설방문
06 Pokhara Health care Project 시설방문
07 Pokhara Health care Project 시설방문

08
09
10
11
12

Pokhara Health care Project 대표 인터뷰
Sewak Mitra 시설방문
Sewak Mitra 지부장 인터뷰
Social Welfare Centre Briddhashram 시설방문 & 인터뷰
Social Welfare Centre Briddhashram 시설방문 & 인터뷰

13 O
 ld age Management and Social Welfare Trust
시설방문 & 인터뷰
14 Old age Management and Social Welfare Trust
시설방문 & 인터뷰
15 라이온스클럽 지부장 인터뷰

485

향후 계획
chapter 03

16

OECD 모든 회원국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
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18

17

등은 70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본 단체는 네팔 등 제3세계 노인복지지원을 위한 국제교류를 준비해오고 있는 바, 이
번 조사활동을 한 네팔의 경우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요양원
지원, 나아가 요양인력 양성을 Help Elder’s Peace 사업으로 구상했다. 특히 전문인력양
사업은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문제와 계층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

19

20

업으로 판단된다.
네팔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해 노인복지를 지원하기위해서는 해당 정부와의
MOU를 체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후 시설조성과 운영비는 단체지원으로 구
상했지만, 지역의 자발적 봉사자 조직화와 후원조직화도 필요함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
는 현지 의회의 헌법심의가 관건이다. 즉,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변경됐지만 법의 법인 헌
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행정행위(MOU)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조사를 통해 단체가 판단해야할 점은 INGO를 직접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로
컬NGO를 지원할 것인지 추가 조사 후 내부의결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1

결국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1단계로 한국의 경로당처럼 이용서비
스 중심으로 제공, 2단계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운영해 가족의 책임과 시설의 서비스를
16
17
18
19

지역 의사 인터뷰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SKI 방문
D
 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SKI 부시장 인터뷰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SKI 부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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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KASKI 방문 & ngo
담당 인터뷰
21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KASKI 방문 & ngo
담당 인터뷰

병행, 3단계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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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hapter 04

[산업에너지]

팀앤팀

1. 노
 인복지사업 분야에서 중앙회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KCOC에서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 컨성팅 프로그램
에 적극 참여하였고 관련 서적 구입 등 2차 자료조사에 적극 임하였다.
2.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단체는 해당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조사로서 현지 노인복지시설
을 방문하고 시설장 및 정부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가능
성을 타진하고 주요 서비스 내용들을 새로 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3. 현
 지 네트워크가 없어 충분하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지조사를
출발하기 전 조시팀원 중 코디네이터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설방문 일정과
정부관계자 인터뷰 일정 등을 거의 확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현지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4. K
 COC 컨설팅을 통해 카트만두 현지의 기관을 소개받아 조사 중 꾸준히 연락을 취
하였고 실제로 방문하여 시설(Sewak Mitra)을 견학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현지 NGO 활동 절차 및 필요한 과정들, 실제로 네팔에서 NGO활동
을 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시행일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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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지역 (Oromia Region)
SNNP 지역 (SNNP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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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01 지역조사 주요목적 -----------------------------------------------------조사명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작성자

사단법인 팀앤팀

사업 분야
조사 목적

조사 목적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코드번호

1402*/1403*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사업대상지 최종 결정 및 사업 계획 보완

(1) 세부 목표 수정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지역조사

지 역

• 마을 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원 유무, 수인성 질병 발병률 현황을 조

오로미아 지역 (Oromia

사하고자 했으나 방학으로 인한 학생들 부재, 촉박한 조사일정 등의 이유로 마을과

Region)

근접한 1개 학교만을 방문

SNNP 지역 (SNNP Region)

대상 국가 및 지역

• 아파르 (Afar), 소말리 (Somali) 지역은 외교부 여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두 지역을 제외한 오로미아, SNNP 지역만을 방문

에티오피아 가뭄 극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향상 및 보건위생

국 가

최근 에티오피아 가뭄 극심 지역 내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현황 파악
마을의 안전한 식수원 유무, 수인성 질병 발병률 현황조사

2년미만 혹은 없음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에티오피아

화 사업을 위한 지역조사
01

이승경

KOICA 협력사업 수행

에티오피아 가뭄 극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향상 및 보건위생 역량강

*오로미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소요 (319km)
*SNNP: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소요 (526km)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8월 28일 ~ 9월 7일 (총 11일)

조사기간
01 오로미아(Oromia), SNNP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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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지역

방문 마을
(Kabele)

조사 내용

조사방법

조사 결과
chapter 02

WASH HH Survey
Alleche

General information
수질검사

Idola Karsa

오로미아

WASH HH Survey
식수원, 위생시설, 및 수인성 질병현황

Village mapping

Borojota

마을 대표 인터뷰
WASH HH Survey

호숫가 Borojota

Toga 학교

수질검사

수질검사
학교 내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관찰

01 일정별 조사 활동 --------------------------------------------------------

WASH HH Survey

SNNP

(Self-documentation)
식수원, 위생시설, 및 수인성 질병현황

Goma

기간

자가기록

Gagagocho

활동 내역 약술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팀 내 전체회의

수질검사
2016.8.10~8.27

WASH 관련
주민 인터뷰

- 사업선정 기준 설정 (접근성, 식수공급현황, 위생시설 현황 등)
•다른 기관의 에티오피아 WASH 관련 사업 조사
•현지 지역조사 준비
•기획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

국내
조사

- 월드비전 최순영, 이창표 전문가와 미팅
- 참여적 조사기법, 기획 조사 및 에티오피아 WASH 관련 자문
2016.10.4 ~
10.30

•수질분석 의뢰 및 자문
-서
 울대 농생명과학기기원을 통해 현지에서 채취한 원수 및 식수 샘플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 국경없는 의사회 최의소 교수님께 수질분석 결과 자문
•자료 분석
- 양적/질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영사면담
- 기관 소개 및 지역조사 목적 소개
- 현지 치안상황 인지
•에티오피아 외교부 아시아 담당관 (Asia Directorate) 면담
- NGO 등록절차 논의

현지
조사

2016.8.29.
(월)

- 각 지역별 focal point 소개
•사전조사팀 사전미팅
- ToR 숙지
- WASH HH Survey 숙지
•현지조사팀 구성
- 길종훈, 주현진, 이승경
- Girma Teferi, Samwel Nj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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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ineral and Energy office 와 사전조사 협조 미팅

•에티오피아 코이카 사무소 내방
2016.8.30.(화)

- 사전조사 계획 및 일정 공유

•Water Engineer 동행 사전조사 실시 (5일차)

-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WASH 사업에 대해 소개

⑥ Gagagocho 마을    
- HH WASH Survey (5가구)

*아디스아바바 → 아와사(오로미아주)로 차로 이동

2016.9.3. (토)

- 자가기록 (Self-documentation)

•Water, Mineral and Energy Office 와 사전조사 협조 미팅

- 미생물학적 수질검사(대장균군 검출, 잔류염소) : 14개 가구

•Water Engineer 동행 사전조사 실시 (1일차)

⑦ Goma 마을

① Alleche 마을(Kabele)02

- HH WASH Survey (2가구)

- General Information Interview(1회)
- HH WASH Survey (12개 가구)
2016.8.31.(수)

- 화학적 수질검사용 원수 채취(건)

⑧ Elgo 마을

- 미생물학적 수질검사 (대장균군 검출, 잔류염소여부)

- 화학적 수질검사용 원수 채취 (1건)

: 원수(Pipeline Supply) 포함 13건 (가정용식수 12건, 원수 1건)

- 부녀자 인터뷰 : 1명
- 물 긷는 시간 및 거리 관찰

② Idola Karsa 마을(Kabele)
2016.9.4. (일)

- 원수(River, Spring Water) 관찰 : 화학적 수질 검사용 샘플 채취 2건
- HH WASH Survey (9개 가구)
- 미생물학적 수질검사(대장균군 검출, 잔류염소) : 11건

* 아르바민치→아디스아바바 이동
•현지 한국NGO ReDI 와 회의
- SNNP 구라게존(Gurage zone) WASH 사업관련 사업 설명

•Water Engineer 동행 사전조사 (2일차)

04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CLTS(Community-led Total Sanitation)

03

③ Borojota 불소처리시설3 방문

소개

•현지조사팀 Debriefing 회의

- 운용을 위한 요소불충분으로 미가동상태
2016.9.5.(월)

- 불소 처리 화학제 구매조달의 어려움, 발전기 운용비 발생 어려움

~9.6.(화)

④ 호숫가 Borojota 마을

- 각 지역별 조사내용에 대한 요약
- 향후 일정 논의
•수집 자료 정리 및 코딩

- Habasa Lake를 원수로 하고 있는 마을로 불소의 문제가 심각하여 마을 어른
및 아동들의 치아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노화현상 심함
- 마을 근처 가용한 우물이 없어 타운에서 식수 구매 시 왕복 4시간 소요
- 마을 근처 우물은 사용 중단된 상태
- 마을 대표자 인터뷰(General Information 일부)
2016.9.1.
(목)

- Village Mapping
- 화학적 수질검사용 원수(Habasa Lake) 채취(1건)
- Household 인터뷰(4개 가구)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 미생물학적 수질검사(대장균군 검출, 잔류염소) : 3개 가구

조사 항목

⑤ Toga 초중등학교 방문: 공공시설 WASH 현황 파악
- Water Supply 시설물 전무함.
- 706명의 학생들이 타운에서 인근 군부대로 배급되는 파이프라인 중간지점의 임
시 Water Point에서 개인용 식수를 취수하여 등교

⑥ Shasamane 지역 방문

1

일반적인 지역 정보

2

지역별 WASH 현황 파악

- Water Supply Scheme 등 Data Collecting
* 샤사마네 → 아디스아바바 이동 (3일차)
2016.9.2. (금)

*아디스아바바→아르바민치 이동 (4일차)

02 Kabale : 에티오피아 최소 행정구역 단위
03 이탈리아 NGO ECO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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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조사 방법

조사 기간

- 문헌조사

2016.8

- 문헌조사
- 현지에서 2차 자료 수집

2016.8~9

마을 주민들의 위생습관 및

- WASH Household Survey

2016.08.28

식수이용에 대해 파악

- 인터뷰

~09.04

식수원 및 위생시설 현황

- 직접 관찰

“

04 CLTS (Community-led Total Sanitation): ‘Triggering’을 통해 주민들의 위생행동변화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노상배변을 하지 않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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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자 분석

- 마을 대표 또는 마을 주민 인터뷰

“

6

“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 마을지도 그리기(Village mapping)

“

자원의 분포, 환경에 대한

7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표현

- 자가기록 (Self-documentation)

8

WASH에 관한 니즈

일회용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직접

“

마을 모습들을 찍으며 마을 사람들의 니즈파악

9

수질 분석

원수 및 식수원 채수하여 연구기관에 의뢰, 전문가 자문

“

03 조사 결과 분석 ----------------------------------------------------------(1) 오로미아주 알레체(Alleche) 마을
① 양적/질적 분석결과
설문지 표본 수
대상자 일반정보
수질분석 표본 수

12 명
(남자: 2명, 여자: 10명)
평균 나이 29세 부녀자 10명을 포함,
총 12명 설문조사 진행
13개
(12개 가정용 식수, 1개 원수)
· 알레체는 아와사 타운(Awassa Town)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아와사 강(Awassa River)

WASH 정보

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끌어와 마을 공동 Water stand에서 취수하여 사용.
· 아와사 타운은 수처리 시설을 거친 식수를 판매하고 있어 응답자 중 8%는 타운에서 물을
직접 구입.

• 대부분 여성/여아가 물을 길어오며 각 가정에서 15분 이내 거리에 식수대(water
stand)가 위치하여 접근성은 높으나 10,000여명이 식수대 하나를 사용하여 응답자

② WASH HH Survey (WASH 가정 단위 조사) 결과 분석

의 67%가 30분 이상 기다려야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건기에는 문제
가 더욱 심각함.

• 정부에서 제공하는 염소처리제를 수자원관리위원회(water committee)에서 식수탱
크에 투입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염소 수치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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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부분이 수질에 대해서 냄새 및 탁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질 분
05

석 결과 탁도가 88.30 으로, 평균이상으로 높아 병균 및 미생물로 인한 오염가능성
높음.

• 에티오피아에서 방문한 대부분의 마을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으나 작은 구덩이
와 허술한 형태의 벽이 있는 모양이었으며 주변에 손 씻기 시설은 없었음.

• 응답자들은 노상배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NGO 혹은 기타
형태로 보건위생교육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음.

③ 결론

• 알레체 마을의 경우, 거리 상 수자원 접근률은 높지만 10,000여명의 주민들이 음용
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 및 하루 소비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
황으로 추가적인 식수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각 가구가 화장실을 보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수처리, 손 씻기 등 기
본적인 보건위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교육에 필요성 또한 높다고 판단됨.
◎◎<원수의 잔류 염소 검사 장면>

(2) 오로미아주 이돌라 케르사(Idola Kersa) 마을

• 1개의 원수 및 12개 가정 내 식수를 대상으로 염소 검사결과, 가정용 식수에서는
잔류염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0~0.1ppm) 마을 공동 식수대에서는 높은 수
치로 검출됨. 따라서 수질 검사 전에 원수에 염소처리제를 적정량 이상 투입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길어간 식수는 염소처리를 하기 전이며 이후 수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

① 양적/질적 분석결과
설문지 표본 수
대상자 일반정보
수질분석 표본 수

12 명 (남자: 3명, 여자: 9명)
평균 나이 32세 부녀자 6명을 포함,
총 9명 설문조사 진행
11개
(9개 가정용 식수, 2개 원수)
- 케르사 마을에서는 건기에 수량이 부족할 시, water stand에서 물을 집수하지
않고 바위 틈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당나귀를 이용해 인근 타운에서 물

WASH 정보

을 사서 먹는 부녀자 한명을 제외)
- 해당 샘물은 탁도가 33.4로 높지만 평균 이상의 무기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정수
처리 후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05 [첨부5-(3)] 알레체 마을 수질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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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ASH HH Survey (WASH 가정 단위 조사) 결과 분석

• 케르사 마을 9개 가정에서도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잔류 염소 수치도 낮은
편.

③ 결론
:건기 혹은 식수대가 붐벼 수량이 부족할 경우, 케르사 마을 사람들은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을 호스로 빨아들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원수 수질분석 결과, 대장
균이 미검출되었고 비교적 물도 깨끗해 음용하기에 적합하였음. 파이프라인 설치 혹은
워터팬의 형태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건기 시 부족한 수량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 샘물을 사용하는 응답자들 중 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44%로 꽤 높은 편이며,

생각됨.

수처리를 하는 주민들은 콜레라 이후 지역 health center에서 나눠주는 염소처리제
를 사용하고 있음.

(3) 오로미아주 보로조타(Borojota)마을

• 타운에서 사먹는 응답자 1명, 샘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7명의 응답자는 샘물의 냄새나 맛이 좋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샘물을 계속해서 음용하고 있음.

06

① 질적분석 결과

• Village mapping (마을 지도그리기)
마을 사람들이 위치한 곳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들을 표시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자원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음

06 보로조타 마을 방문 시, 해당 마을 행사로 인해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없어 HH Survey를 인터뷰 및 FGD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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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대표자 인터뷰 실시
‘[첨부00] 보로미아 마을 대표자 인터뷰’ 참조

② 결론

• 보로조타 마을 가까이에 위치한 불소처리장과 우물은 현재 재정상/운영상의 문제
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마을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Habassa 호수까지 당나
귀로 왕복 4-5시간을 이동해야 하며 호숫가 물의 불소함양은 8.97 로 매우 높게

• 취수한 물은 탁도가 5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며 water stand의 높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치아 및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로 보아 탱크 속 여과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과장치를 청소해주는 것만으로

수자원 접근률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곳에 수원을 확보하거나 비교적 경제적인 불

도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07

소처리장을 지원하여 불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과제로 판단됨.

(4) SNNP주 가가고초(Gagagocho) 마을
① 양적/질적 분석결과
설문지 표본 수
대상자 일반정보
수질분석 표본 수

5명 (남자: 0명, 여자: 5명)
평균 나이 40세 부녀자 5명을 포함,
총 6명 설문조사 진행

수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14개 (8개 가정용 식수, 6개 원수)
·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water stand에서 정해진 시간에 물을 길으며 근처 산 속
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을 틀어놓아야 물이 취수 가능함.

WASH 정보

• 물을 긷기 위해서는 응답자 80% 이상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 대기시간이 올래 걸릴 때에는 15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 우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두
30m-50m 정도의 얕은 우물이라 해결책이 되지 않음.
· 마을 입구 water stand 및 얕은 우물은 마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에
게서 일정 금액을 거두어 유지 관리에 사용.

② WASH HH Survey (WASH 가정 단위 조사) 결과 분석

08

③ 자가 기록 (Self-documentation)

• 마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자가 되어 일회용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기록하는 참여적
기법으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것, 향상시켰으면 하는 것 등에 대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니즈 파악을 목적으로 함.

④ 결론

• 현지에서 채취해온 원수 분석결과, 가장 높은 불소함양이 나타난 마을로 수처리 문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재정 도움 없이 지속적으로 수처리가 가능한 방안
을 생각해야함. 또한 식수원 확보 시, 얕은 우물이 아닌 100m 이상의 우물을 개발
해야 마을 사람들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07 [첨부5-(3)] 보로조타 마을 수질검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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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첨부5-(4)] 자가 기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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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NP주 엘고(Elgo) 마을

•콜레라 발병 이후 Health extension worker가 방

보건
위생

09

① 질적 분석결과
수질분석 표본 수

1개 (마을 앞 우물)

•샤워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남녀가 구분 없

문하여 염소처리제를 배분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보

이 강가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건위생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음

위생 개념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음

→ 보건위생 교육을 통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 보건위생 교육을 통해 손씻기 등 기본적

행동에 변화 필요

인 위생행동에 변화 필요

- 세 마을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우물 또한 세 개가 존재하나 50m 이하 깊이의 얕은

WASH 정보

우물로 건기 시에는 흙이 섞여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수량 또한 크게 부족함.
- 마을 사람들은 콜레라 발병 이후 수처리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나눠주는
염소처리제를 이용하여 수처리를 하고 있음.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5) 전체 결론
오로미아주
•가용한 수자원(호수, 강가)이 주변에 풍부함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며, 샘
물 수질 분석 결과, 탁도를 제외하고 음용에 제한되
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식수원

•불소수치가 높아 음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처리 필요
→ 별도의 수원을 개발하지 않고 수원에서 검출된
불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의 정수처리장을
만들거나 BSF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
수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각 가정) 각 가정에는 화장실이 존재하나 정부에서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해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보건소) 마을 근처 보건소에는 수자원 시설이 없었
고 화장실 1개 위치

위생
시설

•(학교) 7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한 수자원시설이
없으며 화장실 (남자 2칸 + 여자 2칸)이 있으나 여
자 2칸은 잡풀로 진입로 사용이 불가해보였음
→ 각 가정을 대상으로 화장실 유지 보 실시 및 보건

SNNP 주

① 안전한 식수 공급(Water Supply & Water Treatment)

• 신규 식수원 개발 : 100미터 이상의 깊은 개발이 예상되는 관정개발의 경우, 다른
•가용한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방문 마을의 경
우, 수원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편도 3-4시
간 소요) 새로운 수원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 내 위치한 우물은 대부분 50m이내 얕
은 우물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
기에 부족함
→ 깊은 우물을 개발하거나 호수 혹은 주변
강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시설 필요

•화장실은 구덩이 형태로만 존재하고 샤워시

식수원이 전무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비용(현지 Water Engineer의 개략적인 확인 사항
으로 약 150,000불)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식수 공급

방법으로 확인함.

• 기존 수원의 활용 : 강, 호수 또는 샘물 등에서 자연 집수하여 음용하고 있는 지역
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 이러한 음용수 이용 행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1) 정
수처리(염소소독법, 불소 저감장치, 세라믹 필터, BSF 정수 등)와 2) 적절한 원수 보호시
설(Spring Catchment System)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설 등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음
을 관찰
•별도의 하수도 시설 및 가축우리가 없고 마
을 주민들이 가축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위
생환경이 좋지 않음
→ 마을 주민들이 위생시설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화
장실 건축을 진행

② 보건 및 위생 인식개선 측면의 접근(Hygiene Promotion & Sanitation)

• 화장실 보급 및 ODF(Open Defecation Free) 프로그램 : 현지 정부의 강제적인 유인
시책으로 가정마다 반드시 화장실을 보유해야하나,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가 관건
인 분야임. KOICA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인 유사 활동이 있으며, 현지국 내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수립되어 일부 사업에서 적용 중임.

소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식수공급이 가능한 수자원
시설을 설치

※ 기타 계획서에 포함됐던 ‘수원 및 환경을 고려한 식수개발사업 적용 기준표’ 상
에서 조사결과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식수공급 방법은 아래 표 참조.
09 일요일에 방문하여 가정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조사팀 비행기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장시간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음

504

505

506
507

많음

많음

적음

높음
(유류비 또는 운
용전력 필요, 깨
지기 쉬운 솔라셀
교체비 예상됨)
높음
(운용전력 필수,
멤브레인 필터
교체비 필요)

적음

적음

적음
(저장용기 등 저렴함)

적음

중간

중간
(관정개발장비
필요하며, 반드시 직렬
관정이어야 함)

높음
(식수관/저장시설/
평형수조 탱크 등 시설
필요)

높음
(펌프/저장시설이
고가임)

높음
(정교한 설비와
멤브레인 필터 요망)

적음

적음
(시멘트 몰드 또는
플라스틱 용기 활용하
여 제작 가능)

적음

중간

빗물집수
(Rainwater harvesting)

인력관정(로프펌프식)
(Hand-dug well
capped with rope
pump)
인력관정(핸드펌프식)
(Hand-dug well
capped with hand
pump)
관우물/관정(핸드펌프식)
(Tubewell/borehole
capped with
handpump)

중력이용 급수
(Gravity Supply)

관정(전동 수중펌프식)
(Borehole capped with
diesel/solar pump)

역삼투압 정수
Reverse osmosis(RO)

태양광 살균 시스템
SODIS(Solar
disinfection)

바이오 샌드 필터
BSF(Bio Sand Filter)

세라믹 항아리 필터
(Ceramic Pot Filter)

필터형 정수
(Filter Purification)

※ 우선 고려대상인 WASH 활동방식  

많음

중간
(펌프 부속품
상시 교체)

적음
(현지인력/자재활용)

중간

적음

중간
(펌프 부속품
상시 교체)

중간
(펌프 부속품
상시 교체)

적음

적음

바이오층(Bio Layer)이
정기적 유지관리가 이뤄
지는 한 좋음

좋음

필터 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한 좋음

적음
(가정단위의
공급용량에 적합)

적음/중간
(가정/마을 단위의
공급용량에 적합)

좋음

좋음

수원이 잘 보호될 경우
좋음

수원인 샘물이 잘 보호될
경우 좋음

시설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될 경우 좋음

시설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될 경우 좋음

적음
(가정단위의
공급용량에 적합)

적음

중간

중간

중간

집수면이 깨끗하게 유지
되고 저장소가 잘 관리될
경우 좋음

중간
(집수시설 크기 및 강우량
에 따라 달라짐)

매년 한번 또는 두번의
우기가 있는 지역

호수 또는 강 옆에 설치

계절강
(Seasonal River)
바닥의 불투수층 위에 설치

지속적인 연간 샘물 유량이
확보될 경우

최적 적용가능 상황

필터 교체를 위한 구입이
용이한 지역에 적합

지표수를 원수로 사용하지
만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적합

케냐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상용화된 방식임

<행안부 지원사업>

[2011년] 인도네시아 믄따와이
쓰나미지역 옹달샘정수기 보급

협력단체 보유기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2012-14년] 케냐 타나리버
Water Pan Oasis Project
<KOICA GCP/BPP>

자체 주민훈련 매뉴얼 보유

적절한 태양광이 있는 지역
(병원균이 숨을 수 있는 부
유성 물질이 제거된 물을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
있음. 탁도가 높은 원수는
적정하지 않음)
지표수를 원수로 사용하지
만 전력이 부족한 지역.
정착촌을 이룬 지역에 더
적합

[2014년] 팔레스타인 긴급구호
해수담수화 정수시설 패키지(사업 미진행)

[2014-15년] 케냐 카쿠마 난민캠프
<인도적지원사업>

[2000-06년] 케냐 나록 및 가리사,
탄자니아 다르 에르 살람, 북한 평양 및
황해도 지역 <자체사업>

[2014-15년] 케냐 카쿠마 난민캠프
Water Station 구축
<인도적지원사업>

[2000년-현재] 대부분의 팀앤팀 지하수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사업 형태

<KOICA 서아프리카>

[2016년] 시에라리온 포스트에볼라 대응

관정개발은 동일방식이나
개발 완료 후, 로프펌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

<KOICA CSO 사업>

[2010년] 인도네시아 빠리아만 지역개발

<KOICA CSO 사업>

[2008년]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긴급구호

Water Pan Oasis Project으로 축조된
인공축조저수지 연계사업으로 추후 연계

[2012-14년] 케냐 타나리버

Water Pan Oasis Project
<KOICA GCP/BPP>

[2012-14년] 케냐 타나리버

[2005-06년] 남수단 보마(Boma)
샘물집수 <자체사업>

팀앤팀 이전 사업수행 경험

큰 도시지역은 필히
보급되어야 함

운영비 조달이 가능한
많은 인구의 소규모
도시 일 경우

수원이 마을보다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시내 또는 샘물(집과
가까운 식수대로 공급)

깊은 대수층에 접근
가능한 지역

최소 수위가 6m 이상이
관정

밧줄 및 펌프 메카니즘이
최대 40m 깊이에
먼지로부터 보호되어
관정으로 밧줄로 물을
있고(덮혀있고), 시설
길을 때 최소 6m 이하로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 관정
경우 좋음

필터가 잘 관리될 경우
좋음

중간/많음
(집수방법에 따라 다름)

상류지역의 잘 보호된
댐일 경우 좋음

침투식 지하수 수집관
(Infiltration galleries)

적음

중간/많음
(집수방법에 따라 다름.
집수암거의 모래, 자갈
또는 진흙 상류에서 관정
이나 튜브를 통해 급수함)

적음
(현지인력/자재활용)

적절한 보호시설을 갖췄
을 경우 좋음

미생물학적 수질
(Bacteriological
water Quality)

많음

모래 집수댐
(Sand Dams)

적음

적음 또는 중간
(급수관 보유 시)

샘물 보호집수
(Spring Protection)

산출량
(Yield)

개발비용
(Capital Cost)

수원(Water Source)

운영비용
(Running
Cost)

◎◎<수원 및 환경을 고려한 팀앤팀 식수개발사업 적용 기준표 : 우선고려 대상>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기초교육시설 및 보건센터의 식수 공급
:공공재 성격의 기관에 조차 식수 공급시설이 전무하였음. 화장실은 존재하나 손 씻

① 결핍(S3hortages)

기 등의 주요 위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타개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음.

• 조사지역 대부분 보유 수원(水源)의 절대적 부족 상태로 볼 수 없으나, ‘Green

• 샘물 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음용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수량의 부족과 동시에

Drought’라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은 수량(量) 보다는 수질(質)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함(자가기록(사진촬영) 참여 주민의 의

의 문제가 더 큼.

견을 통해 확인)

•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는 수량 역시 활용 불가능 상태로 존재하거나, 부적절한 보호
시설로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 적절한 위생시설 미사용과 만연한 야외배변, 그리고 개인 보건활동의 비위생적인
면이 존재하여, 과거 자연재해 또는 정기적인 가뭄 시기가 맞물릴 경우, 콜레라 창
궐이 다수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

•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의 제한적인 조치(콜레라 발병 시 가구별로 염소소독제 8개(20L
처리/개)를 년 3회 제공)가 있으나, 이를 통해 심각한 수인성 질병을 경험한 커뮤니

티의 경우, 염소소독법을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활용하고 있음.

• WASH 섹터를 관리하는 지방 정부기관(Water, Energy and Minerals Office)은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 중 현지 주민과의 접점에 중요한 가교

◎◎수자원 접근율
분야

기초선

수원까지의 거리 및
왕복시간

(500m 이상)

16.39분

수원에서의 집수
대기시간
적정 음용수질
(미생물학적/화학적)

목표치
500m 이내

48.33분

30분 이하

오로미아 지역(아와사 호수) 는 불소

에티오피아 국가 기준 또는 WHO 음용수

기준치 이상(과다함) 외 탁도 높음

적정기준 적용 필요

역할을 함. 관할 지역의 문제 파악을 상시하여,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만 재원 부족으로 지역 정부차원의 수요조사까지만 하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기초선 산출하지 못함

Sphere, WHO 등의 인도적

(강물, 호수 등을 이용하는
지역이 많았음)

지원 최소기준 적용 (20L/일/명)
※ 단, 각 원수별 시간대 산출량이 각기 상이함.

분야

기초선

목표치

염소소독법

염소처리법 사용 가구 36%

지역 상황에 따라(수인성 질병 유병율이 높은

거부감

정수처리 전혀 안함 46%

지역, 콜레라 발병 지역 등) 상이함.

수량(水量)

보임.

• ECHO 자금 지원으로 이탈리아 NGO 등이 추진한 불소저감장치 설치 사업의 흔
적이 있으나,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② 수요(Needs)

• Mr. Mohammed Zamal(Water Engineer, Shasamane)의 견해

◎◎정수처리(염소소독법) 거부감

:대단위 인프라 구축 사업(기존 보유시설과 동일한 상수도 방식 또는 대용량 관정개발)으
로 더 넓은 지역의 식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추천.

• 위생시설 보유율
10

- [기초선] 화장실 보유율 96%

• 안전한 음용수 구매의지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마시고 있는 것을 인지한 주민들의 경우(보로조타 지역, 아와
사 호수물 음용 주민), 5 Birr/통($0.4) 가격의 20L Jerry Can을 2-3일에 한 통을 구

입하여 별도의 식수로 음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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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관찰결과 대부부느이 가구마다 화장실은 보유하고 있으나, 현지 타 사업 책임자와의 회의를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강제 규
10 직
정(화장실 미보유시 벌금처분)에 기인한 구색만 갖춘 화장실일 수 있음. 따라서, 실제 화장실 사용율 또는 야외배변 병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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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다년간 WASH 섹터에 집중된 활동을 개진하여 축적된 식수공급 및 보건·위생 관

05 자료 출처------------------------------------------------------------------(1) 국내조사

련 전문성

• 16년간 WASH 사업경험이 있는 팀앤팀 케냐 수자원 전문인력이 2014년말 시에라
리온에서 발병한 에볼라 긴급구호에 투입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

●문헌자료

- 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2010), Impact

• 단순 인력파견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인력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가치로 보고 기술이

of climate change on human infectious diseases: Empirical evidence and human

전과 노하우 전수에 전력을 기울이며, 이를 1차 출구전략(해외 파견인력의 철수)으로

adaptation,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간주함.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AFRO)의 조정(Coordination)으로 전문 인력의 파견
에 제약이 적음.

• 에티오피아 사업 추진 시, 시에라리온 긴급구호 상황과 유사하게 팀앤팀 케냐 및
팀앤팀 한국에서의 전문 인력 및 장비 지원이 예상됨(하청 개발업체 없이 직접 개발)
으로 이를 단체가 가지는 비교우위로 볼 수 있음.

• 해당 전문 인력과 장비로 추진 가능한 WASH 사업은 아래 기술 요약표 참조.

- UNOCHA (2011), Drought-affected Areas in Ethiopia, UNOCHA
- UNICEF (2014),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WHO
- V iste, Ellen, Korecha, Diriba, Sorteberg, Asgeir (2012), Recent Drought and
Precipitation Tendencies in Ethiopia, Theoretical and Applied Climatology.
- WHO (2016), Ethiopia Emergency Response, WHO.
- World Bank (2009), WATER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THE RISKS
AND MAKING CLIMATE-SMART INVESTMENT DECISIONS, Washington D.C.: World

◎◎<팀앤팀 WASH 분야별 축적기술 요약표>

Bank.
- World Food Programme (2016), Drought Emergency Relief Programme Update, WFP.

(2)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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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사:

WASH HH Survey, General Information

●간접조사:

지역정부(Water, Mineral and Energy Office) 제공 문서 ‘All wate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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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향후 계획
chapter 03

01

02

01 사업계획 (안) ------------------------------------------------------------• 에티오피아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가용한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수원
만으로 에티오피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지속가능한
수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03

04

• 또한 지역정부에서 파견하는 Health Extension Worker는 전염병 발생 시, 마을 지
도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만 정기적으로 마
을 사람들이 보건위생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초 위생(화장실 사용, 손 씻기, 제
리캔 씻기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따
 라서, 오로미아 주, SNNP 주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원 확보를 위한 새
로운 우물 개발 또는 샘물 집수를 위한 파이프설치와 더불어 보건위생교육 을 실
시하여 콜레라, 급성설사와 같은 수인성질병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보
건 위생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프로젝트 분류
목표(Goal)

01 코이카 에티오피아 사무소 부소장과 회의
02 아르바민치 Water officer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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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위생 환경 및 서비스 강화
에티오피아 가뭄 극심 지역의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향상 및 보건위생 역량강화

03 마을 이해관계자들과 FGD 진행
04 오로미아주 보로조타 마을 지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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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Purpose/
Outcome)

지역 내 안전한 수질과 충분한 양의 수원 확보
2. 보건소 및 학교 내 보건위생 역량강화

1.1 마을 내 지속가능한 식수확보를 위한 수원 개발
1.2 소규모의 불소정화처리장을 설치하여 안전한 수질의 식수 제공
2.1 보건소 내 위생시설 설치

17

PART

3. 지역주민 주도형의 위생시설(화장실 및 손씻기 시설) 제공

[농림수산]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

산출물 (Outputs)
2.2 위생교육을 받은 보건위생 교사 ○○명
3.1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위생시설 설치
3.2 보건위생에 대한 인지개선을 위한 활동 실시

개별 활동 (Activities)
1.1

충분한 양과 안전한 수질이 보장된 식수공급을 위한 우물 개발

1.2

적절한 형태의 화장실 설치 및 접근성을 고려한 식수대 설치

2.1

보건소/학교 내 수자원 공급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2.2

보건위생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제공

3.1

지속가능한 형태의 화장실을 주민들이 직접 설치

3.2

보건위생 인지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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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탄자니아 모로고로, 킬로사 지역
515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이하 CGLC)은 지난 1.5년 동안 탄자니아 킬로사 지역에서
마을 단위 양계사업을 수행해오던 중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함. 특히 학교의 재정 불건전성이 초등학교 교육 환경의 각종 결
핍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불우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작성자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

조사 목적

있음

없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필요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NGO 등록

있음

없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향후 명확한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초등교
육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세 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사회 경제

2년 이상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영양 및 축산

적 수준의 현주소를 기초선으로써 확보하는데 있음.

11240 - 영양
31163 – 축산

탄자니아 킬로사 지역 5개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학교 단위 산란계 지원 사업 형성 위한 지역 조사

국 가
대상 국가 및 지역

• 본 지역 조사는 탄자니아 킬로사 지역 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여건을

현지 지부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함.

김충만

탄자니아

지 역

모로고로, 킬로사 지역

Kilosa District, Morogoro Town, Tanzania -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95km 떨어진 지역(차량으로 5시간 30분 소요)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28일(수) ~ 10월 8일(토) (총 11일)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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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초등학교(일롱가 마조에지 초등학교) 방문

조사 결과

·교장 인터뷰
2016.09.29
chapter 02

·교사 인터뷰
·교사 설문조사
·교사 그룹 토의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배분

2번 초등학교(일롱가 우스타위 초등학교) 방문
·교장 인터뷰
·교사 설문조사
·교사단 인터뷰
2016.09.30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배분

3번 초등학교(일롱가 므심바 초등학교) 방문
·교장 인터뷰
·교사 설문조사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배분

01 조사 개요

1번 초등학교(일롱가 마조에지 초등학교) 방문

------------------------------------------------------------------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수거
·대장균 검사를 위한 수원지 원수 샘플링

2번 초등학교(일롱가 우스타위 초등학교) 방문

가. 일정별 조사 활동

2016.10.01

기간

활동 내역 약술

·대장균 검사를 위한 수원지 원수 샘플링

3번 초등학교(일롱가 므심바 초등학교) 방문

현지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수거

수원국 일반 현황 조사

·대장균 검사를 위한 수원지 원수 샘플링

① 위치, 기후, 지형 등의 지정학 정보

1번 초등학교(일롱가 마조에지 초등학교) 방문

②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 환경

·수원지 대장균 검사
2016.10.02

·수원지 대장균 검사
·수원지 대장균 검사

① 교육, 영양, 보건 관련 분야 정책
- 관련분야 중장기적 계획 및 정책 수립 현황
2016.08.17~08.19

2번 초등학교(일롱가 우스타위 초등학교) 방문
3번 초등학교(일롱가 므심바 초등학교) 방문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국내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수거

4번 초등학교 (킬로사 마싱유구 초등학교) 방문

② 관련 부처의 핵심 전략 파악

·교장 인터뷰

- 관계 부처의 전략 및 중점 분야

·교사 설문조사

- 킬로사 지방정부 등의 관계 행정기관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배분
·대장균 검사를 위한 수원지 원수 샘플링

유사사업 시행 기관 현황
① 원조기구, 국제기구의 사업 현황

·교장 인터뷰
·교사 설문조사

- 타 국가 초등교육, 영양 관련 유사사업

·학생 및 학부모 설문지 배분

- 탄자니아 초등교육, 영양 관련 유사사업

·대장균 검사를 위한 수원지 원수 샘플링

- 사업의 내용, 결과, 파급효과
② 지역 내 NGO의 유사사업 파악
- 사업의 내용, 결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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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초등학교(킬로사 타운 초등학교) 방문
2016.10.03

킬로사 지역 District Office 방문
·초등 교육 전담 공무원 면담
·킬로사 군수(District Executive)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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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항목 및 방법

4번 초등학교(킬로사 마싱유구 초등학교) 방문
·교사 인터뷰

------------------------------------------------------

·교사 그룹 토의

가. 조사 개요

·학생 인터뷰
2016.10.04

·수원지 대장균 검사

조사 항목

5번 초등학교(킬로사 타운 초등학교) 방문

조사 방법

조사 기간

·교사 인터뷰
·학생 인터뷰

·탄자니아 농업 / 교육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수원지 대장균 검사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국제 기구 및 탄자니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
1

1번 초등학교(일롱가 마조에지 초등학교) 방문
2016.10.05

현지

지역 정보

·킬로사 지역 현황

·학교 협의회(School committee) 미팅

킬로사 지역 일반 현황은 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며 농업 분

·학생 그룹별 토의

야 일반 현황은 킬로사군 지방정부의 문헌을 이용

1번 초등학교(일롱가 마조에지 초등학교) 방문
·학생들의 영양상태 및 사회경제적 배경

·학년별 학업성취도 현황 조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하루 끼니 수, 주요 섭취 음식, 학생들의

2번 초등학교(일롱가 우스타위 초등학교) 방문

가정 환경(부모님의 경제 및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학년별 학업성취도 현황 조사
2016.10.06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3번 초등학교(일롱가 므심바 초등학교) 방문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파악

·학년별 학업성취도 현황 조사

교사 인터뷰 및 학교 협의회 미팅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도 정도를 파악

4번 초등학교(킬로사 마싱유구 초등학교) 방문
·학년별 학업성취도 현황 조사

2

5번 초등학교(킬로사 타운 초등학교) 방문

2016.10.07

분야별
이슈

·학교 일반 현황
교장 및 교사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 수준, 급여 수준을 파악
지역 지방 정부를 방문하여 지역 내 초등 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

·학년별 학업성취도 현황 조사

Focus Gruop Interview를 통해 학교의 1년 스케쥴과 월별 특이사항 파악.

킬로사 지역 내 사범 대학(Ilonga Teacher College) 방문

학교 수원지의 수질 검사를 통해 수인성 질병 발병 가능성 파악.

·총장 면담

·사업 적절성

2016.09.29.
~
2016.10.07

교장 및 교사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업 수행 경험 및 결과를 파악.
학교 운영 위원회 (혹은 학부모회)의 의견을 통해 학교 단위 양계 사업의 적절
성 파악

나. 조사팀 구성
구 분

성명

책임자
(국가 전략 및
원조기구 전략 파악)

이동석

김충만

전문가
(지역 조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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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간사
(조사 및 분석 실무)

남성현

김태윤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간사
(수질, 환경 분야 분석)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개발대학원/교수
(조사 및 분석 전문가)

교장 및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또한 발생 할

ㅇ국내외 조사시 관계자와의 미팅

수 있는 문제점 파악.

ㅇ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학부모

ㅇ예산 집행 및 정산

ㅇ설문지 분석 및 데이터 관리
ㅇ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ㅇ예산 집행 및 정산

실무자
(지역 조사, 농촌
개발 조사 실무)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연수팀장

역 할

ㅇ국내외 조사시 관계자와의 컨택 & 미팅

실무자
(지역 조사, 농촌
개발 조사 실무)

소속/직위

·학교 관계자01

3

이해관계자
정보

설문조사 및 그룹 토의를 통해 경제수준 등 일반 사항과 학교와의 관계 등 교육
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지방정부 관계자

2016.09.29.
~
2016.10.07

교육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학교 현황 및 정부 전략에 대한 정보 수집

·학생

ㅇ수질 분석

학년 별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에 대한 인식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학업성

ㅇ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취도에 따른 그룹별 토의를 통해 가정 형편 및 교육 의식에 대한 정보 수집.

ㅇ예산 집행 및 정산
ㅇ지역 조사 설문지 작성 자문
ㅇ지역 조사 설문지 분석 자문
ㅇ 그 외 사업형성 조사 전반 자문

01 설문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영어로 1차 제작되었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역공동체개발 지도자양성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탄자니아 유학생의 도움으로 Swahilli어로 최종 번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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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대상별 조사 방법 세부

준으로 상위 그룹 6명 하위 그룹 6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를 약
1시간가량 진행함.

1) 학생, 학부모 대상 조사
가) 양적 조사 (Quantitative Research)

◈◈학부모 / 학교 운영 위원회(School Committee)

초점 그룹 인터뷰 (FGI)

• 초등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단위 양계사업’을 시뮬레이팅해 봄으로

•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학생들의 하루 식사, 가정

써 사업의 타당성, 참여 의지, 참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요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을 개인 단위로 파악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함. 지

인사(마을 이장 등)들로 구성된 학교 운영 위원회(School Committee)와 초점 그룹 인

방 정부 및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된 가운데 설문 응답에 무리가 없는 4-6

터뷰를 약 1시간가량 진행함.

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응답자, 조사자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 ‘학교라는 시스템의 특수성’을 빌려 설문조사를 진행함. 자세한 진행 경위

2) 교장 및 교사단 대상 조사

는 다음과 같음.

가) 양적 조사 (Quantitative Research)

• 킬로사 지방 정부의 허가 아래 지역 내 5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함. 교장 및 교사

• 조사 대상 5개 초등학교 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생들과 하

단에게 조사의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 교사들에게 설문조사 실시

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함.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절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함. 4-6학년 학생들을 대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역량, 교육

상으로 학생용, 학부모용 설문지 각각 1부씩 배부함. 학생용은 개인 과제로, 학부

의지 전반, 경제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짐.

모용은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귀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익일 교사들이 회수하도록
함. 회수되는 것에 한해 결과 분석에 활용함. 최대한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응답할

나) 질적 조사 (Qualitative Research)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됨. (설문지 별첨)

◈◈초점 그룹 인터뷰 (FGI, Problem Ranking)

•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를 파악하는데 학생들의 가사노동, 귀가
후 학습 시간, 1주일 동안 평균 결석 횟수, 상급학교 진학의지 등이 지표로 활용되
었음. 추가적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불용의 등을 질의하였음.

• 하루 식사 횟수, 학생들의 가사 노동 시간, 진학 희망 등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질의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해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음.

•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깊이 논의하고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
(Problem Ranking)를 매기기 위해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이루어짐.
◈◈Seasonal Mapping

• Mazoezi 초등학교, Kilosa Town 초등학교 교사들의 협조로 학교의 1년 주기 월별
주요 활동 및 특이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Seasonal Map)를 제작함.

• 배부된 설문지 총 945부(5개 학교 4, 5, 6학년) 학부모 945부 가운데 학생 808부,
학부모 808부, 약 85%가 회수됨.

• 설문 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e-mail을 통해 조사 대상 학교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임을 약속함.

3) 그 외 이해관계자 (Key Informant Interview)
◈◈킬로사 지방 정부 관계자

• 조사 전반에 대해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고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조사 목적과 자세한 일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초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나) 질적 조사 (Qualitative Research)
◈◈학생 초점 그룹 인터뷰 (FGI, Daily Time Table)

• 학생들의 하루 일과, 주요 식단, 가사 노동, 관심사, 방과 후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

논의하고 조언을 구함.

• 킬로사 지방정부 초등 교육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킬로사 지역 초등 교육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함.

아보기 위해 Mazoezi 초등학교, Kilosa Town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 중 성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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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롱가 국립 사범대 총장

최근 탄자니아 정부는 환금작물 생산의 위축을 감수하면서 옥수수, 카사바, 수수,

• 향후 프로그램 설계 시 교사들의 역량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함.
지역 내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일롱가 국립 사범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

기장, 벼, 플랜틴 바나나 등의 식량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 탄자니아 지역개발 전략(RURAL

분야 현안과 협력 모양들에 대해 논의함.

DEVELOPMENT STRATEGY OF UNITED

REPUBLIC OF TANZANIA/PRIME MINISTER’S OFFICE)을 보면 탄자니아는 소규모

빈곤 농가에 중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Small and Medium Enterprises)를 통해 지역

03 조사 결과 분석

----------------------------------------------------------

개발의 시장구조개선을 농업빈곤퇴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단순 농작물 생산
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가에 다양한 농업 기술 및 농업외 소득 발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함.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The Tanzania Vision 2025)에서도

가. 탄자니아 일반 현황

지역의 낮은 농업생산성을 중소규모의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지속가

1) 탄자니아 개황

능성이 있는 지역개발을 할 것을 제언함. 빈곤 농가의 단순 작물 생산 의존성을 다

국명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수도

도도마

주요행정구역

지역빈곤 퇴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언함.

다르에스살람

3) 탄자니아 교육 제도 및 특징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

면적
인구
정치
체제
종교
PPP/
GDP

947,303㎢

47,421,786명 (2015년)

대통령제 공화국
토착종교(35%), 이슬람교
(35%), 기독교(30%)
$ 1,351 / $ 537억

양한 종류의 축산업, 농축산업 비즈니스 설립을 통한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농업

위치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케냐, 잠비아, 말리위, 모잠

• 탄자니아의 학제는 영국식 학제를 따른 2-7-4-2-3으로 미취학연령인 5,6세를 대

비크와 접경)

상으로 한 2년의 유아학교, 초등 7년, 중등 4년, 고등 2년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

총 15년이 걸림. 중등 4년 후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고등에 ㅈㄴ학이 가능함. 대학

자연

열대 사바나 기후

은 전문대학과 대학이 있는데 각각 2년, 4년이 소요됨. 초등학교에서는 스와힐리

환경
민족
HDI

(북동부: 산악지대/북서부: 호수지대
중부지방: 평원지대/ 동부지방: 해안지대)

어, 수학, 과학, 지리, 사회, 역사, 영어, 종교, 체육, 기술, 컴퓨터(선택), 프랑스어(선

수쿠마족, 니암웨지족, 차가족, 하야족, 니아큐사족

택)를 이수함.

등 125여개의 민족
0.476

02

• 탄자니아의 교육 상황은 2000년 이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취학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고무적임. 하지만 교육의 질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임. 또한 탈락율이 매
우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무엇보다 교사의 질, 윤리, 동기가 취약한 것이 중요
한 원인. 경제나 사회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2) 탄자니아 농업 현황 및 국가 개발 전략

03

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교육의 질은 전체 사회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탄자니아는 여전히 고착화된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1인당 GDP가 553달러에

• 탄자니아 초등교육의 중퇴율이나 학업성취도 시험 불합격률이 비교적 높은데, 이

불과한 최빈국에 속함.(한국수출입은행 2011, p.1)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 농업

들이 모두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 최근에는 정부의 교육지출 비중이 하락

부문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주요 농작물은 커피, 정향, 목화, 캐슈나무 열매, 차, 담배 등 환금작물들로 빈곤문
제를 해결할 식량작물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한국수출입은행 2011,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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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efia.aks.ac.kr:84/index.php?title=교육제도:탄자니아, 탄자니아 교육제도, 20161111
03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03, pg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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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교육 접근성 자체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월사이에 우기가 시작되어 5월까지 우기가 이어짐. 주요 작물은 사탕수수, 양파,
용설란 등임. 고도에 따른 지역과 작물은 아래 표와 같음.
고도

나. 탄자니아 킬로사 지역 일반 현황05

고지대

1) 지정학적 위치 및 행정 단위

• 킬로사 지역은 모로고로의 6개 군 중 하

중지대

지역

주요 작물

환금작물

Ukaguru, Nguru 산, Chonwe,

옥수수, 콩과식물, 바나나,

Udung’hu Vidunda 지역

감자

Magole, Masanze, Ulaya,

옥수수, 쌀, 카사바, 수수,

면, 코코넛, 캐슈너스 용설란,

Mikumi Gairo 면

바나나

사탕수수

Masanze, Kimamba, Mikumi,

옥수수, 바나나, 쌀, 카사바,

면, 해바라기, 사탕수수, 코코

Magole 면

고구마

넛, 용설란, 과일

커피, 밀, 과일

나로 다르에스살람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역에 있음. 면적은 14,245km2

저지대

이며 동쪽으로는 음보메로, 남쪽으로는

◎◎표 1 고도에 따른 지역 구분 및 주요 작물

킬롬베로과 킬로로, 북쪽으로는 킬린디,
서쪽으로는 콩과와 접하고 있음.

• 킬로사는 4개의 면 단위(Ward)와 36개의

4) 킬로사 지역 경제 현황

06

• 킬로사 지역의 농업기반 지역으로 인구의 80%가 농업 관련 경제 활동을 하고 있

리 단위(Hamlet)로 이루어져 있음. 아래
그림은 킬로자 지역의 리 단위 지도임.

음. 2.8%의 인구만이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0.93%는 축산업에, 0.08%는 어업
◎◎그림 1 킬로사 지역 리 단위 지도

2) 인구 및 민족

• 2012년 기준 킬로사 지역의 인구는 438,175명으로 남성 218,398명, 여성 219,797
명으로 성비는 99:100임. 인구밀도는 34명/km2임(NBS:2012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킬로사 지역의 주요 민족은 남부의 Vidunda족, 중부의 Wasagara족, 북부의
Wakaguru족, Wakwifa족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 외에도 여러 소수 민족이 있음.

3) 농업기후대

• 킬로사 지역의 고지대인 Ukaguru, Rubeho, Vidunda 산 지역은 해발 2200m로 연
평균 강수량은 1000mm~1600mm로 주로 옥수수, 콩과 식물, 바나나, 감자등을 재
배하며 환금작물로는 커피, 밀, 과일 등을 재배하고 있음.

• 킬로사 중부 지역과 남부지역은 연평균 강수량 800mm~1400mm로 10월에서 12

에 종사하고 있음.

• 따라서 킬로사 지역은 주로 농업 생산물이 주요 소득원이며 주로 옥수수 등의 작물
이나 면 등 환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창출함.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자가소비하고 있음.

•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들은 염소, 양, 돼지, 양계 등의 축산도 겸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축산 역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
지지는 않고 있음.

5) 킬로사 지역 초등 교육 현황
가) 학교 및 학생 수

• 총 16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립학교가 159개, 사립학교가 5개임. 그 외에 153
개의 유아원(pre-primary school), 2개의 교육 전문대, 3개의 기술학교, 1개의 청년
개발 대학이 있음.

04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03, pg 78
05 Sustainable Charcoal Project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Problem, Leonce Karol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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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tatistics, Head Office of Primary Education in Kilosa District, Morogoro Region(2016)

527

• 2016년 기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 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위 표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시설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위생과 직결
되는 화장실은 수요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실제 학부모 그룹 토의 시 위와

Government

total

Boys

Girls

Total

36,663

39,376

76,016

Non-government
Boys

Girls

Total

total

642

642

1,284

GRAND TOTAL

37,305

40,018

77,323

◎◎표 2 킬로사 공/사립 초등학교 학생 수 비교 2016

• 위 표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98.4%) 남녀 학생의 비율

같은 위생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음.
교구

수요

사용 가능

부족

결핍률

책상

29,997

30,488

-

테이블

3149

2096

1053

33 %

의자

3409

1870

1539

45 %

찬장

1764

496

1298

72 %

선반

785

149

636

81 %

◎◎표 4 킬로사 초등학교 교규 현황 2016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책상은 충분한 반면 의자는 필요량의 55%만 제공된 실정임.

은 크게 다르지 않고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51.8%).

실제로 학교를 직접 관찰 했을 때 한 의자에 두세 명씩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음.
킬로자 지역 학교의 물적 자원은 균형 잡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교사

◎◎그림 2 남녀 학생 성비

◎◎그림 3 공립/사립 학생 비율

나) 교육 인프라 및 교구

남자

여자

합계

III B/C

1

0

1

III A

649

855

1504

Diploma

41

45

86

Degree

29

14

43

MED

1

0

1

합계

721

914

1635

◎◎표 5 킬로사 지역 초등학교 교사 자격 수준 2016

인프라

수요

사용 가능

부족

결핍률

교실

1810

1033

777

42 %

교사용 사택

1635

332

1303

79 %

• 표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교사들은 III A(우리나라의 교직 이수 수준)인 것을 볼 수

화장실(남)

1467

744

723

49 %

있음. 또한 총 교사의 수는 1,635명으로 총 학생수 77,323명 대비 교사 1인당 학생

화장실(여)

1968

747

1221

62 %

수는 47.3명임. 이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14.9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장실

196

152

44

22 %

2015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효율적인 초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교무실

338

190

148

24 %

교내매점

280

92

188

76 %

◎◎표 3 킬로사 초등학교 인프라 및 교구 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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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라) 초등교육개발프로그램

• 킬로사 지방 정부는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교육개발프로그램 (PEDP;
529

Primary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음. PEDP의 주 묙표는 다

음과 같음.

마) 장애아동 교육 현황(Cross Cutting Issue)

• 킬로사 지역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가 존재함. 장애아동의 교육현황은 아래 표
와 같음.
Mazinyungu
시각장애

Kimamba

Dumila

Mikumi

Kichangani

64

64

청각장애
지체장애

18

알비노

20

합계

84

합계

58

4

5

5

22

102
20

18

58

4

27

191

◎◎표 6 킬로사 지역 장애아동 교육 현황 2016

• 지역 내 장애 아동의 대부분(53.4%)은 지체장애아인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기간 동
안 방문한 Mazinyungu 초등학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급이 존재하기도 했
◎◎그림 4 교사 1인당 학생수 비교

으나 몇몇 알비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었음.
그리고 시각장애 교사와 알비노 교사가 있었음. 특히 알비노 교사는 알비노 학급만 담

가) 포괄적인 저학년, 특히 장애아동의 관리 및 교육

당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급도 담당하는 등 장애에 따른 차별이 적은 것을 확인함.

나) 2015년까지 어린이, 특히 여아 및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의무 교육
다) 여아의 교육 접근성 향상 통해 201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성평등 달성
라) 포괄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

바) 초등학교 재정 현황

• 킬로사 지방 정부는 매달 약 38,000,000 Tsh07 이상의 지역 내 초등학교 운영을 위
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월별 예산은 아래

•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써 아래와 같이 제시함.
가) 2010년 90.5%인 Net Enrolment Ratio(순등록율)을 2016년까지 130%로 증가

표와 같음.
기간

일반 교육 예산

특별 교육 예산

나)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비율을 2015년 0.1%에서 2016년 20%로 증가

2015.12

38,784,000

11,977,000

다) 일일 출석률 85%이상 유지

2016.01

38,571,000

7,061,000

라)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2016.02

38,542,000

5,130,000

2016.03

38,866,000

8,506,000

2016.04

38,542,000

2016.05

38,825,000

2016.06

38,825,000

8,282,000

합계

270,955,000

40,954,000

마) 효과적인 HIV/AIDS 교육, 환경, 생업기술 교육 제공

07 Tsh는 탄지니아 현지화인 탄자니아 실링(Tanzania Shiling)을 뜻하며 2016년 10월 28일 현지은행 CRDB의 환율을 기준으로
1USDollar는 약 2096 Ts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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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교육 예산은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임. 일반 교육 예산으로 매달 평균
38,707,857 Tsh을 사용하고 있음. 이 예산은 각 학생 수에 비례해 학교 단위로 지급

인증 여부

예

100

아니오

-

예

19.4

아니오(%)

80.6

매년(%)

50.0

2년 마다(%)

21.4

5년마다(%)

21.4

5년 이상 마다(%)

7.2

(년)

16.5

되며 매월 학생 1인당 약 510 Tsh씩, 매년 약 6000 Tsh, 약 3 USD가 지원되고 있음.
정기적 연수

다. 설문조사 결과
연수를 받는 다면 연수 빈도는?

1) 교사 대상 조사
가) 교사 대상 설문 조사08

경력 평균

◈◈일반 사항

문항

응답률(%)

나이

(세)

40.75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

(시간)

8.3

다른 일

57

친구 만나기

7

학교 일

29

휴식

7

기타

0

방과 후 하는 일

• 약 67.3%의 교사들이 ‘교육 전문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부는 중등교육까지만 수료
함. 모든 교사들이 교육 관련 인증을 받았지만 19.4%의 교사만이 정기적인 연수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매년 연수를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50%였으며 5년 이상마다 연수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7.2%였음.
◈◈교사들의 직업만족도

문항

• 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40.75살임. 또한 평균 경력은 16.5년으로 대체적으로 25세
전후에 교단에 처음 서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적으로 8.3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

봉급
다른 직업 유무

이직이나 다른 직업 생각

◈◈교사들의 교육 역량

문항

교육 수준

응답률(%)

응답률(%)
($)

4,488

있음(%)

25

없음(%)

75

예(%)

17

아니오(%)

82

낮은 봉급(%)

50

과도한 업무량(%)

8

학교와의 거리(%)

25

초등교육

-

중등 교육

29.4

교육 전문대

67.3

가르치는 것에 흥미 없음(%)

대학 교육

3.3

그 외(%)

대학원 이상

-

그렇다면 그 이유는

17

•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4488USD정도임. 탄자니아 5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
3500USD (World Bank, 20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교사들의 대우는 좋은 편인 것을

08 설문대상자 : 킬로사 지역 조사 대상 5개 초등학교 교사 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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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음. 따라서 25%의 교사만이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직업이 가지고 있다고 응
533

답하였고, 이직이나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17%에 불과함. 하지

Q-2. 교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의 핵심 과제?(Priority Ranking)

만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낮은 봉급에서 찾았는

A-1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학교의 재정건전성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데 대부분 교육 경력이 짧기 때문임.

의 질이 떨어지고 물리적인 시설의 결핍으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함.
A-2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빈곤 등의 문제로 자녀들의 가사노동부담

◈◈학교가 직면한 문제

이 크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침.

문항

응답률(%)

A-3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학생 역량 부족

17

부모의 관심 부족

28

Q-3 만약 학교의 재정건전성이 향상된다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가난

22

A-1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보재 구입에 사용할 것.

교사 역량 부족

3

A-2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역량도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

정부 지원 부족

31

학업 성취도(%)

46

좋은 관계 형성(%)

3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술 교육(%)

20

(중복 응답 가능)

좋은 성격 형성(%)

0

진학(%)

44

기타(%)

43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금을 제공할 것.
A-3 학생들의 영양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간식, 규모에 따라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

공할 것.
Q-4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하루 2끼 혹은 3끼를 먹는다고 하는데 급

식이 과연 필요한지?
A-1 양과 질의 문제임. 한 끼 식사로 보통 조로 만든 죽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

• 교사들이 인식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 부족(31%)과 부모의 관심
부족(28%)이었으며 가정의 빈곤(22%)이 그 뒤를 따랐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

는데 열량은 물론 영양 잡힌 식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
족함.

업성취도(46%)와 진학(4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기술 교육
(20%)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Q-5 과거 학교 단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학

교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 교사 대상 질적 조사 : Group Interview와 Seasonal Mapping
◈◈

09

지?

교사 대상 Group Interview 의 주요 내용 요약

A-1 망고 나무 심기, 채소 심기 등 작은 규모로 학교 앞 마당에서 수행해 본 경험 있

Q-1. 학교의 예산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으나 현재는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방 정부 지침에 따른 정규 커리

A. 학교의 예산은 킬로사 지방 정부로부터 나오고 그 규모는 한해 학생 1명당 약

큘럼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 창출형 프로젝트를 학교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은

6000Tsh(약 3 USD)정도 되는데 학교 운영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수준임. 예산의 사용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처는 주로 시험지 제작, 교보재 구입, 학교 모임위원회 주최 등임.

A-2 학교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양계(50마리 규모)를 시도해본 적이 있으나 역

시 재정 부족으로(특히 사료 제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09 5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30분간 Group Interview를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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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만약 학교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전담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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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Jul

Aug

A-1 땅도 있고 사람도 있음. 다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별도의

Sep

Oct

국가표준시험

건기

교육이 필요함.

Nov
-4학년

Dec
빈궁기

국가표준시험

A-2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

-7학년

고 지역으로의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번 학교(Kilosa-Town Primary School)

Q-7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교사들이 제작한 Seasonal Map

A-1 행정구역상 District 밑에 Village, Village 밑에 Suburb Area로 지역을 세분화할

Jan

Feb

Mar

Apr

May

Jun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Suburb 밑에 학교가 한 개씩 있음.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을 중

개학

등록

등록

등록 마감

시험

1달 방학

심으로 School Committee 혹은 Parent Committee가 5-10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조

등록 시작

빈궁기

빈궁기

직되어 있고 이 그룹은 학교와 커뮤니티의 교량 역할을 함. 연간 적게는 2회 많게는

낮은 출석률

파종 시즌

말라리아 시즌

말라리아 시즌

학교 위원회 회의

낮은 출석률

중간고사 준비

10회 이상 교사단과 모여 회의를 함.

학부모위원회

A-2 만약 이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어떠한 모양이던 프로젝트로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면 비록 학교 단위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커뮤니티
지향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학교 위원회
회의

1주 방학

월간 시험

• 1번 학교(Mazoezi Primary School) 교사들이 제작한 Seasonal Map
Mar

회의

빈궁기

10

Feb

학교 위원회

말라리아 시즌

◈◈교사들이 제작한 Seasonal Map

Jan

회의

학교 위원회 회의

Apr

May

Jun

개강

등록

등록

등록 마감

시험

1달 방학

등록 시작

빈궁기

빈궁기

1주 방학

한랭 시즌

수확 시기

낮은 출석률

농사 시작

농사 시즌

말라리아

높은 출석률

한랭 시즌

말라리아

말라리아

우기

학기 끝

낮은 출석률

중간고사 준비

높은 출석률

연간 평가 준비

월간 시험

학교 위원회

학교 위원회

회의

회의

월간 시험
학교 위원회 회의
국가표준시험
-7학년
1주 방학

월간 시험

시험 준비(6학년)

학교 위원회 회

국가표준시험

의

-4학년

방학
학교 청소

학교 위원회 회의
학부모위원회 회의
학교 시험

낮은 출석률
개학

다소 낮은 출석률

중간고사

첫 강우 시작

6학년 시험 준비

방학

• 위의 자료를 통해 주목하게 된 점은 노동력 투입이 집중되는 농번기(흔히 지역민들

높은 출석률

수확 시기

낙엽 시즌

고온 시즌

우기, 고온 시즌

우기

에 의해 Hunger Season이라 불리는 Farming Season 2,3월과 Harvest Season 8월에 교사들

빈번한 산불

농사 시작

빈궁기

파종 시즌

한랭 시즌

이 두드러지게 인식할 정도로 학생들의 결석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임.

• 그 외 학교에 따라 School committee와의 회의 빈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0 Mazoezi 초등학교, Kilosa Town 초등학교 교사들의 협조로 학교의 1년 주기 월별 주요 활동 및 특이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Seasonal Map)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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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학생 대상 조사

◈◈학교 생활

가) 설문 조사
◈◈

문항

귀가 후 생활
문항

방과 후에 주로 하는 일은

귀가 후 집안일을 하는지

얼마나 오래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귀가 후 공부 하는 시간

응답률(%)
매우 흥미 있음

71.30

흥미 있음

23.97

그저 그럼

0.40

흥미 없음

0.40

전혀 흥미 없음

0.93

1회 이하

51.44

2회

23.05

3회

9.60

4회 이상

15.91

질병

94.42

가정일

3.91

가기 싫어서

0.42

응답률(%)
운동

10.6

학교 숙제

27.5

부모님 일 도와드리기

59.4

휴식

1.0

친구들과 놀기

1.1

그외

0.5

예

84.5

아니오

15.5

1시간 이하

12.3

1시간 정도

25.5

2시간 정도

28.7

2시간 이상

33.5

물 길어오기

46.26

친구가 싫어서

0.9

농장, 축산 일

2.77

선생님이 싫어서

0.36

설거지

48.89

10분 이하

36.91

그외

1.94

10~30분

35.44

1시간 이하

12.28

1시간 정도

21.01

30~60분

19.19

2시간 정도

34.65

60~120분

3.62

2시간 이상

31.24

120분 이상

4.83

• 84.5%의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노동력 제공을 요구 받는다고 응답하였음. 가

학교에 대한 흥미

한 주에 결석하는 횟수

결석 하는 이유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 99.2%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매우

긍정:71.30%, 긍

정에서 요구하는 노동은 대부분이 설거지(48.89%)와 물구하기(46.26%)이었음. 그

정:23.97%). 하지만 51.44%의 학생들이 매주 1회 정도 결석을 한다고 응답하였으

리고 62.2%의 학생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응

며, 일주일에 4회 이상 결석 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5.91%에 달했음. 결석의 주된

답함(1~2시간:28.7%, 2시간 이상:33.5%).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86.9%의 학생

원인은 질병 등 건강의 문제였음(94.42%).

들이 매일 1 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함.

• 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91.54%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이었음(10분 이내:36.91%, 30
분 이내:35.44%, 1시간 이내:19.19%).

11 설문대상자 : 킬로사 지역 조사 대상 5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945명 중 응답자 8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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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에 대한 관심

◈◈영양

문항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지

그만두고 싶은 이유

내가 원하는 학력

부모님이 진학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

응답률(%)

문항

응답률(%)
1 끼 미만

0.40

1끼

2.70

2끼

30.90

3끼

65.99

6.57

우갈리(옥수수 떡)

70.28

부모님이 원하지 않음

4.38

쌀밥

40.29

질병

74.45

생선

17.54

학교가 너무 멈

6.57

닭

14.99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6.57

콩

33.47

야채

32.66

초등학교 졸업

29.70

그외

1.34

중학교 졸업

2.42

고등학교 졸업

0.94

대학 졸업 이상

66.94

• 2끼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0.90%, 3끼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65.99%

예

97.17

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끼니를 해결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주 식단은 우갈

아니오

2.83

리(옥수수떡의 일종; 70.28%), 쌀(40.29%), 콩(33.47%), 야채(32.66%), 생선(17.54%), 치

돈이 없어서

57.03

킨(14.99%) 순으로 나타나 탄수화물 섭취량에 비해 단백질이나 비타민의 섭취량은

집안일이 많아서

12.65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공부를 못해서

4.22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셔서

9.04

나) 학생 대상 질적 조사 : Focus Group Interview12

그외

16.87

◈◈학기 중 하루 일과(인터뷰 대상자 24명의 평균을 반영)

예

1.08

아니오

98.92

배움에 흥미 없음

8.03

공부가 어려움

하루에 몇 끼 먹는지

주로 먹는 음식
(중복 선택 가능)

• 나) 4, 6학년 학생 중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그룹 6명, 하위 그룹 6명을 무작위로 추
•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함.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주
된 원인은 질병(74.45%)이었음.

• 66.94%의 학생들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추기를 원했으나 29.70%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만 다니고 싶다고 응답하여 원하는 교육 수준의 편차가 매우 심함.

• 97.17%의 부모님도 진학을 원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진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과

출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한 바, 학업
성취도에 따라 방과 후 시간의 활용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4명 중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 8명은 방과 후 특정 과목에 대해 개인교습을
받을 정도로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음. 반면 하위 그룹 학생 대부분은 가사 노동 부
담이 크다고 증언함.

반 이상이 그 이유를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고 답함.

12 학생들의 하루 일과, 주요 식단, 가사 노동, 관심사, 방과 후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Mazoezi 초등학교, Kilosa Town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 중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별 상위 그룹 6명, 하위 그룹 6명 총 24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초점 그룹 인터
뷰를 약 1시간가량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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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직업

농부

67.70

사업가

12.30

기술자

5.81

근로자

12.84

그외

1.35

•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61.30%)인 것을 포함하여 82%의 응답자가 중학
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음. 가정 내 최고 학력자도 초등학교 졸업(44.38%),
중학교 졸업(25.75%), 전문대 졸업 이상(15.21%), 고등학교 졸업(9.04%) 순으로 나
타났음. 실제 응답자 중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7.17%인 것에 비해 가
정내 최고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는 15.21%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

3) 학부모 대상 조사

족 구성원은 가사일보다는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67.70%가 농부였고 그 외에 근로자(12.84%), 사업가(12.30%) 순으로 나타남.

13

가) 설문 조사

◈◈응답자 기본 정보

문항

아이와의 관계

성별

응답률(%)
부모

84.56

형제자매

1.10

친척

14.34

남성
여성

◈◈응답자의 경제적 배경

문항
예

61.28

아니오

38.72

52.58

0~0.5ha

13.69

47.15

0.5~1ha

43.85

1~5ha

32.74

5~10ha

6.55

응답률(%)

10ha이상

3.17

교육 받지 못함

3.79

옥수수

83.74

초등학교 졸업

61.30

콩

4.55

중학교 졸업

20.70

카사바

1.57

고등학교 졸업

7.04

나무콩

1.75

대학교 이상

7.17

그외

8.39

교육 받지 못함

5.62

모두 자가소비

58.54

초등학교 졸업

44.38

20%이하

20.65

중학교 졸업

25.75

20~50% 판매

14.96

고등학교 졸업

9.04

50~80% 판매

4.88

대학교 이상

15.21

80% 이상 판매

0.98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

문항

응답자의 학력

가정 내 최고 학력

응답률(%)

주요 생산 작물

생산품을 판매하는 비율

13 설문대상자 : 킬로사 지역 조사 대상 5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의 학부모 945명 중 응답자 808명

542

543

판매처

가축이 있는지

농산품 판매 시장

37.65

문에서 나타나듯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아닐뿐더러 열량도 높지 않다는 사

지역 시장

24.94

실을 교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중간 도매상

15.65

대도시 시장

9.78

그외

11.98

예

59.23

아니오

40.77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지

응답률(%)
예

99.19

닭

87.59(%)

16.7(마리)

아니오

0.81

돼지

4.89(%)

7.03(마리)

돈이 없어서

83.33

염소

14.97(%)

11.01(마리)

집안일이 많아서

9.65

공부를 못해서

7.02

교육은 중요하지 않아서

-

초등학교 졸업

11.76

중학교 졸업

3.51

고등학교 졸업

2.16

58.54%의 가정이 생산된 작물을 자가소비하고 있었으며 생산된 작물을 판매한다

대학교 이상

82.57

고 응답한 가정 중에서도 생산량의 5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5.86%로 매우 적

학업 성취도

83.38

좋은 관계 형성

4.95

기술 교육

2.61

좋은 자아 형성

7.14

그외

1.92

매우 중요하다

78.87

중요하다

19.89

그저 그렇다

0.97

중요하지 않다

0.14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4

가축 종류 및 마리수

소

9.83(%)

7.96(마리)

그외

1.17(%)

12.8(마리)

아니라면 그 이유는

• 61.28%의 가정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57.54%가 1헥타르 미만의 소농임. 그
리고 83.74%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절반 이상인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은

음.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이 농사를 지어도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임.

• 그 밖에 69.23%의 가정이 가축도 기르고 있었으며 기르는 가축의 대부분은 닭

학교에게 기대하는 것은

(87.59%) 이었음. 하지만 기르는 개체 수는 평균 16.7마리로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

지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영양 상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문항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자녀는 몇 끼를 먹는지

응답률(%)
1끼 이하

0.27

1끼

3.25

2끼

25.20

3끼

71.27

1끼 이하

0.00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매우 긍정적:78.87%, 긍정적:19.89%). 그리고

1끼

2.62

82.57%의 가정이 전문대 이상의 과정까지 교육 시키고 싶어 함. 하지만 경제적 여

2끼

28.65

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83.33%)인 것으로 나타남.

3끼

68.73

• 99.19%의 부모가 아이의 진학을 바랐으며 실제로 98.76%의 가정이 자녀의 교육

•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학교에게 바라는 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였음(83.38%)

• 71.27%의 가정이 3끼를 먹는 등 끼니를 거르는 경우는 많지 않음. 하지만 학생 설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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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사 노동

교 변수(schno)와 학년 변수(schyear)를 각각 더미로 Fixed Effect를 사용하여 결과를

문항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기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맡기는지

도출함하였음.

응답률(%)
예

82.74

아니오

17.26

1시간 정도

51.09

2시간 정도

33.59

3시간 정도

7.81

3시간 이상

7.50

가) 학업 성취도16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관련 설명변수
Solution for Fixed Effects
Effect

• 하지만 82.74%의 가정이 아이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음. 하지만 그 강도
는 2시간 내외로 그다지 높지 않음(1시간:51.09%, 2시간:33.59%).

생, 학부모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의지를 보임.
또한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보는 경향이
있음.
Seasonal Mapping과 Group Interview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력이 집중되어야

Pr > |t|

0.03

0.974

학생 나이***

-3.8263

1.4871

667

-2.57

0.0103

6.1705

2.7856

667

2.22

0.0271

2.4952

1.3535

667

1.84

0.0657

집에서 공부시간

-1.1507

1.3742

667

-0.84

0.4027

학교를 그만두고 싶으면 1(or 0)

-23.883

15.1177

667

-1.58

0.11

0.6732

1.2842

667

0.52

0.60

2.0052

1.1723

667

1.71

0.087

-6.3794

3.1901

667

-2

0.046

1.7287

2.6193

667

0.66

0.50

높은 점수)*

높은 점수)

상급학교 진학 의지(1-4, 높을수록
높은 점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과후 활동으로 양계를 원한다면

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음.

t Value

667

하는 농번기에 자녀들의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결석 빈도가 늘어나는

• 따라서 초등 교육의 핵심 3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학

DF

2.7355

학교까지의 거리(1-4, 가까울수록

•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생업으로 인해,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Error

0.08935

가사노동시간(1-4, 시간 적을수록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일관 되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학

Standard

학생 성별(남 1여 0)

1주일 결석 1회 이하 1 (else 0)**

4) 조사 내용 종합

Estimate

1(or 0)**
하루 끼니수(0-3)

•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중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사회/
14

경제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일부 지표를 설명변수로 다중회귀분석방법 을 사

• 학년 단위로 분석을 했음을 고려할 때 학생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P-value가 1% 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같은 학년이라도 유급하

용하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함.

• 이 때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두었는데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5개 학
15

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학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부진하다는 의

교 교사들의 양해를 구해 2016년 Mid Term 시험 9개 과목 의 결과 중 일부 주요

미로 해석할 수 있음. 인터뷰 과정에서 유급 사유의 대부분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

과목 혹은 전 과목을 사용하였고 학교, 학년마다 시험문제가 달리 출제 되므로 학

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14 변수 간의 인간 관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회귀 분석의 일종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중 회귀 분석이다. 분석 프로그램으로 SAS 및 STATA 사용.

15 영어, 스와힐리어(현지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체육, 지리, 역사 이상 9개 과목

546

16 본 분석에서는 9개 과목 중 학생간 성적 편차가 가장 큰 영어 수학점수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두었음. 평균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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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을 적게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의 결석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상급학교 진학의지가 더 클수록 학
업성취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종국적으로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녀의 중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가정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자녀가 더 높은 교
육 수준을 갖추길 바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남.

• 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대변하는 지표로써 제시한 하루 끼니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은 앞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끼니수 자체만으로 개인의 영양

• 이를 통해 실제 부모의 경제 수준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바램 등이 자녀들의 교육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상태를 가늠하기 어렵고 그 양과 질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됨.

• 종합하면 학생들의 경우 같은 학급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결석 빈도가 적을수록, 가
사 노동 부담이 적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의지가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
나) 학업 성취도17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관련 설명변수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하고자 하는 분야

Solution for Fixed Effects
Effect
부모 직업 농부이면 1(or 0)*
부모의 교육수준(1-4, 높을수록
높은 점수)***
경작지를 가졌다면 1(or 0)*
경작지규모(헥타르)
하루 끼니수(0-3)

Estimate

Standard
Error

DF

t Value

Pr > |t|

-22.5183

11.839

429

-1.9

0.0578

14.102

5.3747

429

2.62

0.009

1) 가정과 학교의 의사소통

• 부모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 할 의지도 있음이 확인 되었으나, 교사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의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함.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지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도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

21.0575

15.4004

429

1.37

0.1722

-1.576

5.3038

429

-0.3

0.7665

-5.0483

10.2951

429

-0.49

0.6241

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의 빈곤과 교육

•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실질적 진학으로 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1-4,
높을수록 높은 교육 수준)
가사노동시간(1-4, 시간 적을수록
높은 점수)***
자녀의 중등학교 진학을 원한다면
1 (or 0)***

8.0951

4.577

429

1.77

0.0777

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 가정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참여까지 유도 할

13.7416

5.1068

429

2.69

0.0074

174.77

45.9017

429

3.81

0.0002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학교의 재정 자립도

• 지방정부에서 학교에 38,000,000 Tsh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 부모가 농업에 종사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킬로사

학교를 운영하기엔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 자체적 소득이 있으면 더 높

지역 내 농부의 90%이상이 수익이 낮은 생계형 소농이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자

은 수준의 초등교육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와도 부합하는
방향임(SDG4:Quality Education). 따라서 학교에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의 프

17 본 분석에서는 9개 전 과목을 종속변수로 두었음. 과목당 100점 만점, 총점 900점

548

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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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상태

다.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 활동의 타당성(Feasibility)

• 학생들은 2끼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
단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영양 섭취는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제약
요건이 많음.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단백질, 무기질 등의 영양 보충을 통해 학생들
의 영양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교사들이 인식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응답자 72명)
문항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5) 종합

• CGLC은 킬로사 지역의 포괄적인 초등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인식 개선, 양질의 교

필요한 방과 후 활동의 종류

육 컨텐츠 제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이 과정에 지역 사
회를 참여시킴으로써 초등학교가 속한 지역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

나. 초등교육 분야의 수요 분석(Needs)

방과 후 교실에 봉사할 의향?

응답률(%)
예(%)

100

아니오(%)

0

운동(%)

6

예술(%)

10

축산기술(%)

74

그 외(%)

10

매우 그렇다(%)

75

그렇다(%)

22

그저 그렇다(%)

3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위 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 스스로의 진학 의지, 다른 의미로는 학업에 대한 의
지, 결석 빈도,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이 학업 성취도를

• 모든 교사들은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대부분의 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시 말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

사들이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양계, 양돈 등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축산 기술

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교 출석을 유도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의지를 환기시키고, 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74%)하였음. 그리고 교사들은 평균 8.3시간을 교단

부모의 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식 개선과(예를 들어 자녀들의 가사

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의 교사들이 방과 후 교실을 위해 시간을 더

노동 부담 감소) 킬로사 지방정부의 교육 정책기조(PEDP)와 맥락을 같이하여 농업에

내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매우 긍정적:75%, 긍정적:22%)을 나타냄.

의존적인 지역 내 소농들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가정 형편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업교육이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 이러한 필요 인식을 기반으로 CGLC은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을 침해하지 않는 선
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를 제

2) 학생들이 인식한 방과 후 프로그램(응답자 808명)
문항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할 것인지

공하는 방안에 대해 구상해보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각종 여건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음.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얼마나 오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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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예

97.18

아니오

2.82

운동

20.19

미술

33.02

축산 교육

45.57

그외

1.23

1시간 이하

19.21

1시간 정도

23.16

2시간 정도

34.88

2시간 이상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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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8%의 학생이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근거해 설계하여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겐 추가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학생들

을, 예체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겐 다채로운 경험을, 생업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은 양계, 양돈 등 축산 기술(45.57%)과 예체능(78.59%)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

겐 CGLC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한 양계/양돈 기술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

또한 34.88%의 학생들이 2시간 정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랐고, 2시간

들의 출석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학부모들을 그 과

이상을 원하는 학생도 22.75%였음.

정에 참여시킴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결국 교육의 효
과가 지역 사회의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더불어 CGLC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으

3) 학부모들이 인식한 방과 후 프로그램(응답자 808명)
문항

응답률(%)

로서 학교 단위의 양계 사업을 구상하였고 그에 대한 타당성 역시 조사하였음.

운동

19.75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다면

미술

23.20

어떤 종류를 원하는 지

축산 기술

49.72

그외

7.18

1시간 정도

12.53

• 학교 주변 수원지 분석18을 통해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교적 안정적인 수원 확

방과 후 프로그램이 몇 시간정도

2시간 정도

41.32

보가 가능함을 확인함. 일부 오염된 수원은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한 적정기술을 통

진행되길 바라는지

3시간 정도

24.10

해 정화시켜 사용할 수 있음.

3시간 이상

22.04

지불하지 않음

4.41

매달 1000Tsh

36.78

매달 3000Tsh

25.90

매달 5000Tsh

19.15

5000Tsh 이상

13.77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다면
얼마를 지불 할 수 있는지

라. 학교 단위 양계 사업의 타당성(Feasibility)
1) 물리적 여건

• 양계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 역시 마련됨.
2) 각 학교의 교장 - 교사단 및 School Committee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 각 학교는 내부적으로 양계장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할 의지가 있음.

• School Committee와의 Focus Group Interview19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 약 절반 정도의 부모가 바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양계양돈 등 축산 기술이었으며

의 일환으로서‘학교 단위 양계사업’을 직접 시뮬레이팅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에 대

(49.72%) 약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음(2시간:41.32%, 2~3시

해 보다 면밀히 검토함. 참석한 모두가 학생들을 위한 급식 봉사, 양계 관리 교육

간:24.10%). 또한 이러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비를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고 사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다만

한 가정이 95.59%였으며 13.77%의 가정은 5000Tsh 이상을 지불 할 용의가 있다

향후 달걀 유통 문제를 위협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CGLC의 동일 지역에서의 지난

고 응답함.

양계 사업을 소개함.

4) 종합

• 위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방과 후 활동에 대해 3 주체 모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음. 만약 방과 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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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개 학교 주변 수원 20여 곳을 대상으로 E-collie Test Kit을 활용한 탁도 및 대장균 검사 실시함.
19 1번 학교(Mazoezi Primary School) 학생들의 학부모 및 이장으로 구성된 School Committee 11명과의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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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3) 기대 효과

• 학교 단위의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 교육 환경 개선됨.
•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할 수 있음.
•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육 효과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생산량의 일부는 학생들에 간식으로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도록 함.

대한 know-how와 기반이 확보되어 있음. 특히 양계에 필수적인 사료 제작의 경
우 다양한 사료 배합비를 적용하여 현지에 최적화 된 사료를 직접 제작 하고 있음.
또한 생산된 계란을 판매 할 수 있는 유통 라인도 확보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이러한 마을 단위 양계 사업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직접 산란계 사
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7년부터는 사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
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탄자니아 모로고로 축산 시장에서의 계란 가격은 한 판(30알) 기준 7,000실링

마.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미화 5$)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화 5천원 가량으로 국내 계란 가격과 비슷한
부모

교사

추가적인 프로그램
필요

높은 학업 성취도
진학

높은 학업 성취도

추가적인 프로그램

수업 기자재

진학 의지 (학업 성취도)

정기적 연수

긍정적인 교육관

교사로서의 높은 만족도

가계 빈곤
자녀의 가사 노동 요구

가정과의 커뮤니케이션

경제 수준

학교의 재정 건전성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

교사들의 직업만족도

기초선
School Committee와의 회의 구성원 수,

올릴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주민, 특히 농업에 의존적인 소농들은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

학업에 대한 의지
짧은 등교시간

교육에 대한 열정

위협

수준임. 따라서 50%의 산란률을 기준으로 한 가구가 200마리를 키울 경우 하루에
약 100개 이상의 계란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월 소득으로 보면 약 200$의 매출을

추가적인 프로그램

인증
자원

학생

라서 양계/양돈 등의 생업 기술 및 가치사슬 구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결석률-질병
불균형 영양상태

출석율
진학률(진학 의지)
학업성취도
가사 노동 참여 시간

학교와의 모임 횟수 등 참여도

영양 개선

2) 사업 지역 내 네트워크

• CGLC는 사업 대상 지역인 킬로사의 군수 및 교육 분야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도 구
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 수행 시 행정적 절차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업 대상 지역의 교육 전문대학인 일롱가 국립 사범대 총장과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사업 대상 초등학교에 사범대 학생들의 실습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바.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실제로 이 일롱가 국립 사범대학은 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Mazoezi초등학교 인근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수행 시 Mazoezi 초등학교와 국립 사범대학과

1) 해당 지역 마을 단위 양계 비즈니스를 통한 가치사슬 구축 경험

• CGLC는 사업 대상 지역인 킬로사 지역의 마을 중 하나인 이데테 마을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의 주도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구 단위의 양계 프로젝트를 진행 하
고 있음. 현재는 가구당 100마리로 총 24 가구, 2400마리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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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조를 통해 Mazoezi 초등학교에서는 양계 사업을 위한 인력의 임시 충당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립 사범대학에서는 부족한 축산 실습을 충족 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이러한 실습을 경험한 교생들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로 부임했을 때 간접
적인 사업의 확장도 기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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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료 출처-------------------------------------------------------------------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 국내 조사는 KOTRA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

가. 활동사진

로 작성하였음. 그 외 탄자니아 지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대부분의 현지 조사는 설문조사와 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되었음. 그 외에
킬로사 지역의 초등교육 현황은 킬로사 지역 교육 공무원과의 면담 및 동일 공무원
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참고 부분

자료 출처

01

02

03

04

05

06

작성자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
탄자니아 국가 정보

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

KORTA

do?nationIdx=130
cefia.aks.ac.kr:84/index.php?title=교육제

국내
조사

도:탄자니아, 탄자니아 교육제도,
탄자니아 교육 제도 및 특징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
협력방안 연구,

킬로사 지역 현황

현지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Sustainable Charcoal Project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Problem,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eonce Karoli

Statistics, Head Office of Primary
킬로사 지역 초등교육 현황

Education in Kilosa District, Morogoro

킬로사 교육 공무원

Region(2016)

07

08

09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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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사 그룹 설문
교사 그룹 토의-seasonal mapping
교사 그룹 토의
교장 인터뷰
학생 대상 설문 조사
알비노 학생

11

07
08
09
10
11

전문가 강의
이롱가 국립 사범대 총장 면담
학교 주변 수원지 샘플 채취
학교 주변 수원 분석결과(학교2)
학교 주변 수원 분석결과(학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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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강의

향후 계획

1) 강사 정보
chapter 03

◈◈김태윤(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회 사 명 (기 관 명)

근무기간

Oklahoma State University

2005.8. ~ 200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팀

2009.6. ~ 2013.12.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2014.1. ~ 2014.8.

조교수

농경제 담당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014.9. ~ 현재

조교수

국제농업개발 담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대양주팀

2014.1. ~ 현재

자문위원

동남아 경제 자문

직장경력

직

위

연구조교
부연구위원
(동남아)

담 당 업 무
연구 조교
동남아 연구 총괄

킬로사 지역 5개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 단위 양계 사업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탄자니아 킬로사 지역 마을 주민 약

사업 배경

25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계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 단위의 양계장 사업을 통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을 구상하게 됨.

2) 강의 내용

(1) 킬로사 지역 5개 초등학교의 재정 건전성 향상

사업목표

(2) 방과 후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출석률 증가, 학업의지 환기
(3) 사업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영향

◈◈경제 분석 방법론 및 관련 분석 도구 활용법

• 효과적인 설문지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 SAS 및 STATA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및 프로빗/로짓 분석

(1) 학교 차원의 양계 수입사업 시행
- 1개 초등학교당 500-1000마리 규모의 양계장 건축 및 관리 기술 교육
- 교사 대상마케팅 교육을 통해 계란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이로 인해 학교
재정을 확충함.
- 확충된 재정으로 안정적인 교사 인건비 제공

3) 강의 평가

- 학부모회를 결성하여 양계장 관리 시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석도구를 학습할 수

- 학교장/교사 대상 관련 설명회 개최

(2) 해당 학교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시행

있어 큰 도움이 됨.

-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필요에 근거해 설계

• 설문지 디자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습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음.

-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겐 추가 교육을, 예체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겐 다채
로운 경험을, 생업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CGLC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한 양계/양돈 기

사업 내용

술 등의 교육을 제공
- 학생들의 출석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학부모들을 그 과정
에 참여시킴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결국 교육의 효과가 지
역 사회의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계란 판매를 통해 확충된 재정으로 1일 1회 급식(점심) 제공
- 재고(계란) 중 일부를 학교 급식 혹은 간식으로 활용하여 단백질 섭취량을 늘림.

(3)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지원의 필요성, 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해 교육함.
- 학생들 대상으로 학습 의욕 상승을 위한 교육 실시함.
- 교사들 대상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 제시함.

(4) 계란 재고 발생 시 영양 결핍 학생과 임산부, 장애 아동들에게 영양보충식(계란)
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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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관

CGLC

협력기관

킬로사 지방정부 지역개발부서, Tunaweza 협동조합, 원주 연
세대학교 환경공학과 분리막수처리연구실

(1) 직접 수혜자
- 킬로사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 대해 급식 제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 학생들에게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향상, 학업 의욕 개선,

수혜자 및 수혜자
그룹

가사 노동 참여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 학교의 재정 건전성 향상으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음.

(2) 간접 수혜자
- 학부모들 중심으로 결성된 학교 운영 위원회를 양계 사업에 일부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지역 사회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do you have a teaching qualification?

□yes / □no

5. are the teachers have regular training?

□yes / □no

5-1. if yes, how often?
□ every year □ within 2 years □ within 5 years □ more than 5 years
6.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education?
□ Lack of basic academic skill of students □ Lack of parents’ interest
□ each households’poverty □ Lack of teachers’ competence
□ Lack of facilities support from government □ other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단위 양계
사업 모델

7. do you have another job for earning?

-

8. want to change job or move to another
school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yes / □no
□yes / □no

8-1. if yes, why?
□ salary is too low □ too much work □ school is too far from home
□ no interest in teaching □ other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 교사 대상 설문지 -------------------------------------------------------• 학교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아래와 같음. 아래 설문지를 현지 언어인

9. How many hours do you teach everyday?
10. How do you mostly spend your time after school hour?
□ do other works for living □ meet friends □ School works □ rest

스와힐리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함.

□ others__________________

ID

11.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primary school pupils?

Name

Gender

School Name

Age

Position

Main subject of teaching

□ Academic Excellence □ good relationship □ Practical skills(fundi)
□ form Good personality □ Enter secondary school
□ others(please write in detail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provide Afterschool activities to pupils?

1. how long did you teach?(year)
2. how is your academic background?

□yes / □no

12-1. If yes, what kind of activities do you think is valuable for pupils?
□ Sport □ Art □ Poultry or piggery management skills □ others______________

□ primary □ secondary
□ non-university, but teaching college(have official qualification)

12-2. Are you willing to volunteer for providing after-school activities to pupils?

□ university □ more than graduate school
3. How much is your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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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yes □Yes □So so □no □ve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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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대상 설문지 -------------------------------------------------------•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아래와 같음. 교사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아래 설문지를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함.

3-1 If yes, How

□ less than 1 hour

10. If the school

many hours do you

□ 1hour

provides any programs

□ Yes

work at home after

□ 2hours

afterschool will you

□ No

school ?

□ more than 2 hours

participate?

ID

□ Water collection

Date

3-2 What kind of

Name

Gender

Village Name

Age

School Name

School year

school

□ no
□ so so
□ Yes

7. I want to complete

□ secondary school

my education up to

□ Tertiary school

2. How many days
do you miss classes
for one week?

□2
□3
□ more than 4

□ Washing dishes

□ Art

of school programs do

□ Poultry or piggery

you want?

come back home?

□ less than 1 hour

□ less than 1 hour

□ 1hour

10-2 for how long you

□ 1hour

□ 2hours

want to participate?

□ 2hours

□ more than 2 hours

□ more than 2 hours

8. My parent don’t
want me to go to
secondary school

4. I want to quit

□ Yes

school?

□ No

11. How many meals
do you normally take
everyday?

□ Yes

□ lots

of works to do

□ Parents

ask me to
help working

main reason for

□ don’t want to go

missing the classes?

□ don’t like friends

at home
8-1. If yes, because?

□ I am poor in study

□ Too difficult to study
5. If yes, what is the
reason you want to
quit?

□ Parents

think

ask you to work

□ Yes

when you come

□ No

back from school?

9. What activities do
you normally do after
school?

□2
□3

□ I feel sick
□ School is too far

6. How long it takes

□ less than 30 min

□ go
 home and help

from your house to

□ less than 1 hour

school?

□ less than 2hours

□ rest or sleep

□ Rice

take as meal?

□ fish

(Multiple choice

□ chicken

is allowed in this

□ beans

question)

□ vegetables
□ others________

□ Less than 10 min

□ school assignment
parents work

□ Ugali
12. What do you mostly

□ others____________

□ other
□ Sports

3. Do your parents

want me to study

have to study

important

□ other _______

□ My
 parent don’t

□ I don’t know why I

education is not

□ don’t like teacher

□1

□ Have

No interest in

□ No money

□ Sick

□ less than 1

□ No
learning

2-1 What is the

management skills
□ others_________

□ College or above

□ Very Yes

□ less than 1

3-3 How long do
□ Primary school

caring

□ Sport
10-1 If yes, what kind

□ others____________

you study after

□ Very no
1. I like to go to

□ Male / □ Female

works do you do?

□ farming

or livestock

□ more than 2hours

□ hanging out with
friends
□ others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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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부모 대상 설문지 ----------------------------------------------------• 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아래와 같음. 아래 설문지 역시를 현지 언

□ chickens __
9. Do you have

□ Yes

livestock?

□ No

어인 스와힐리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함.

9-1 If you have

□ pigs ______

livestocks what do you

□ goat ______

have? And number?

□ cow ______
□ others ____

Date
Name

Gender

Relationship with
child

Age

Child’s School Name

Child’s School Year

1. what is your job?

□ Male / □ Female

do you have one day?

□2

11. How many meals
do you serve your child
one day?

□ less than 1
□1
□2
□3

□ No money
□ no education

□ business

□ Primary school
2. education completed

□1
□3

□ farmer
□ fundi

□ less than 1
10. How many meals

□ secondary school

□ laborer

□ Tertiary school

□ other

□ College or above

□ lot of works to do
12. I want my child
to enter secondary
school?

12-1. If you said no,

□ Yes

what is the main

□ No

reason?

at home
□ my child is not
good at studying
□ I think Education
is not important

□ no education
3. the Highest
educated in the h/h is

□ Primary school
□ secondary school
□ Tertiary school

4. What is your monthly
income? (in Tsh)

________TSH

13. I want my child to

□ Primary school

□ secondary school

finish education upto

□ Tertiary school

□ College or above

□ College or above
□ 0 ~ half hectare
□ half ~ 1 hectare

14. Do you ask

5. Do you own the

□ Yes

5-1 If yes, how big is

□ 1 ~ 5 hectare

children to working at

land for cultivation?

□ No

your farmland?

□ 5 ~ 10 hectare

home?

□ 1 hour
□ Yes

14-1. If yes, how many

□ 2 hours

□ No

hours a day?

□ 3 hours
□ more than 3 hours

□ more than 10
hectare
□ Don’t sell, Only for
□ Maize
6. What do you mainly
grow in your farm?

□ Bean
□ Cassava
□ pigeon peas
□ others _____

□ Academic Excellence

self consumption
7. Up to how much do
you sell your harvest?

□ sell less than 20%
of harvest
□ 20% ~ 50%
□ 50% ~ 80%

15. What you expect
the most from school?

□ good relationship
□ Technical skills
□ form Good characteristics
□ others

□ Sell Everything
□ farmgate
□ local market(in kilosa)
8. Where do you sell?

□ broker
□ big market(in morogoro or mikumi or any big town)

□ Sport
16. If the school provides any programs for

□ Art

pupils what kind of program prefer

□ Poultry or piggery management skills
□ others_______________

□ others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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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less than 1 hour
16-1. how many hours will you permit for after

□ less than 2

school activity?

□ less than3

PART

□ more than 3 hours

□ no money
16-2. If you have to pay,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per month)

□ less than 1000 tsh

[농림수산]

□ less than 3000 tsh
□ less than 5000 tsh

고앤두인터내셔널

□ more than 5000tsh
17. I think education for children is very important
□ Very yes □ yes □ so so □ no □ Very no

566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60일)

지역

미얀마 뼈뵈시 10개 마을
(양곤~만달레이간 고속도로 262마일 지점에서
뼈뵈방향 17마일 구간)
567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 양곤~만달레이간 고속도로 262마일 지점에서 오른쪽 국도로 빠져나와 뼈뵈(Pyaw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Bwe)시에 이르는 약 17마일 구간에 위치한 10개 마을(뼈벤레, 따빤차웅, 냔도, 깐소에,
작성자

고앤두인터네셔널
현지 지부

있음

없음

• 이 지역은 아열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38~40도의 평균 기온 속에, 강수량이 적어

NGO 등록

있음

없음

벼농사가 불가능하고, 참깨, 콩, 목화, 고추 밭농사를 연간 단 1회 경작 할 수 있는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뻬까, 야아오, 꼬꼬칼라, 예잉아, 용고응, 쩌우따이)이 사업의 대상지이다.

박우희

2년미만 혹은 없음

코드번호

농업용수자원개발

31140

미얀마 뼈뵈시는 양곤~만달레이간 고속도로 262마일 지점부터 약 17마일 구간에 위치한 10
개 마을이 속해 있다. 이 지역은 아열대 지방임에도 강수량이 적어, 벼농사가 불가능하고, 참
깨, 콩, 목화, 고추 등 밭농사만 단 1회 경작할 수 있다. 농민들은 6~9월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조사 목적

는 공장이나 도시로 나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물공급 시설 확보 등
이 필요하며, 마을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한 타당성 및, 현실

뼈뵈시 10개 마을
미얀마

지 역

대상 국가 및 지역

(양곤~만달레이간 고속도로
262마일 지점에서 뼈뵈방향
17마일 구간)

Kilosa District, Morogoro Town, Tanzania -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95km 떨어진 지역(차량으로 5시간 30분 소요)

전체 조사 기간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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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체류기간

• 경작 시기는 6~9월 사이이며, 10~5월은 농한기에 해당한다. 농부들은 생계를 위
해 인근 도시로 나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 파트타임 가사노동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

• 이 지역에 농수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10~5월 농한기 기간, 저수지 또는 지하수
를 통한 밭농사가 가능해 진다면, 이 지역 농민들의 삶은 좀 더 풍족해 지고, 안정
적인 수익 기반이 형성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 조사의 목적은

가능성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 가

지역이다.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60일)

1. 마을 지역의 지하수 및 저수지 구축 타당성 및 수량조사
2. 기본 소득 및 사회환경 조사
3. 저수지 및 지하수 필요성 욕구 조사 : 농업 용수 및 식수 등.
4. 저수지 및 지하수 농수로 이용시, 발생될 예상 소득 증대률 조사 및 생활 변화상
조사

전문가: 9월 19일 ~ 9월 25일 (총8일)

5. 건축, 토목에 사용될 물품 조달 및 구축 예산 조사

책임자, 사원: 9월 19일 ~ 9월 27일 (총9일)

6. 미얀마 외국 NGO에 대한 제약사항 및 사업여건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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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확보 (국유지 사용가능 여부, 무상임대 가능 여부 등) 조사
8. 기타 환경 조사 (예: 교육, 생활 환경 등)

조사 결과

• 조사를 통해 농업 용수자원개발을 통해 미얀마의 작은 시골마을 10개 마을의 삶의

chapter 02

질의 변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 마을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물탱크와 발전기 설치, 물공
급 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의 모
금, 지역 기업의 건설장비 및 기술 후원 등을 확보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얀마인들에게 대규모 개발 자본금은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7년도의 코이카 개발 자금 신청 전, 지역에 진정 농업용수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 한국 팀원 미팅 및 사업 개요 및 사업 방향 공유

8/29(월)

- 세부 일정 조율 및 업무 분장 (문헌 수집, 강사 섭외, 현지 조율, 설문작성, 전문가 자문 등등 )
- 여권, 비자, 티켓팅 확인
- 한국 농수로 및 경지정리 조사 관련 문헌 공유
- 설문 및 조사 내용 조율

9/5(월)

- 1차 설문지 작성 작업 - 한국어
- 시장 조사시 필요한 목록 확인 및 미얀마 현지 1차 조사
- 농지 환경 조사에 필요한 항목 확정 현지에 보냄
- 미얀마 농업 컨설팅 전문가 확보
- 미얀마 현장 활동가 강의 및 질의 응답
- 미얀마 일반 상황 및 농업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 공유

국
내

- 설문 및 조사 내용 조율 회의
- 2차 설문지 작성 - 한국어
9/9(금)

- 시장 조사시 필요한 목록 1차 정보 교류 및 추가 필요 자료 현지 요청
- 농지 환경 조사 필요항목 현지와 조율된 것을 바탕으로 재 구성설문지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최
종 검토 회의
- 시장 조사 목록 및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회의
- 농지 환경 조사 항목 최종 검토 회의
- 미얀마 조사 계획 최종 확인 및 설문지 번역본 확인

9/12(월)

- 업무 분장 확인
- 미얀마 현지 준비사항 최종 확인
- 출국 준비 확인
- 미얀마 지역조사 후 결과보고 작성 및 사업관련 회의

10/10(월)

- 미얀마 설문조사결과 관련회의
- 미얀마 인터뷰 결과내용에 대한 회의
- 현지 사업진행 가능 여부 검토 및 평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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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월)

• 미얀마 뼈뵈지역 10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항, 경제생

- 인천공항 집결, 미팅, 출국
- 양곤 도착

활, 농업활동, 농수로 관련, 환경 관련, 사회적 자본 등의 6가지 영역과 각각의 세부

- 뼈뵈이시 이동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 한국, 미얀마 조사 팀 미팅, 조사 계획 공유, 일정 공유
20(화)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300명으로, 실제 회수된 설문지 역시 300부이었으

- 업무 분장 (2개팀 / 설문조사 팀 / 시장 및 환경조사 팀)
- 시장 조사 방법 및 농수로 환경 조사 일정 공유

며, 조사자와 연구자가 직접 설문에 참여한 결과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나오지

- 농지 환경 조사 : 현지관공서 담당자 인터뷰-농림부, 뼈뵈지역 공무원

않아 300부 모두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현지 조사원 미팅, 설문 방법과 관련된 교육 실시
- 설문조사 (2개마을) :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과 통역자가 붙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사
21(수)

- 농지 환경 조사 1차 결과물 미얀마 전문가 컨설팅 및 인터뷰
- 시장조사 : 농수로에 들어가는 기자재, 인건비, 공사 비용과 현지 조사 / 유사 사례지 방문 및
자료 공유

22(목)

현
지

- 설문조사 (2개마을) :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과 통역자가 붙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사
- 농지 환경 조사 : 뼈뵈지역 마을 호수 관리자, 마을 농부 인터뷰
- 설문조사 (2개마을) :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과 통역자가 붙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사

23(금)

- 농지 환경 조사: 현지관공서 담당자 인터뷰- 땅통계부, 마을 농기계 사용 자(농기계 사용의
문제점, 마을사람들의 농사짓는 방법, 실태 파악)
- 설문조사 (2개 마을) :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과 통역자가 붙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사

24(토)

조사 항목

- 농지 환경 조사: 농수로 문 관리 담당자, 우물 전문가 인터뷰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설문조사

1

일반적인 사항

9/21-25

2

경제생활

3

농업활동

4

농수로

5

환경

설문조사

9/21-25

6

사회적자본

설문조사

9/21-25

인터뷰
설문조사

9/21-25

인터뷰
설문조사

9/21-25

인터뷰
설문조사

9/21-25

인터뷰

- 시장조사 : 정수, 식수 관련 전문가 컨설팅
- 마을 인력 활용 가능성 조사 : 마을 지도자 그룹 미팅
- 설문조사 (2개 마을)
준비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과 통역자가 붙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사.

25(일)

- 시장조사

: 농수로에 들어가는 기자재, 인건비, 공사 비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 현지 조사 /
유사 사례지 방문 및 자료 공유

설문에서 부족한 부분은 심층면접과 컨설팅을 통해 조사 하였다.
정수시스템, 농업용수, 관정 등과 교육, 생활환경 분야, 마을 리더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 뼈뵈시 - 양곤 이동
- 결과보고서 제출 준비를 위한 팀 회의
- 현지 INGO등록 컨설팅
26(월)

- 설문지 평가 타당성 회의
- 농지 환경 조사 및 시장 조사 타당성 회의

03 조사 결과 분석 -----------------------------------------------------------

- 출국 준비
27(화)

- 인천공항 귀국

* 자료분석방법

• 본 조사의 분석은 spss 22.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들의 분포, 문항의 방향성, 결측값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하였고, 마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그룹별 평균분석을 실시함.

• 본 조사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설문에 응답한 300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함.

• 본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은 아
래 제시된 표와 같다.

구분
미얀마 뼈뵈지역

572

10개 마을

분석사례 수(개)

300

분석방법
표집된 사례에 대해 SPSS22.0을 활용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그룹별 평균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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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016년도 사단법인 고앤두인터내셔널
미얀마 뼈뵈지역 조사 개요

성별

연령

종교

01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력

(1) 인구학적 특성

• 미얀마 지역사회욕구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8.6%(266명), 여성이 11.4%(34명)로 나타남.
• 연령대의 경우 20대 9.7%(29명), 30대 21.8%(65명), 40대 30.7%(92명), 50대

직업

21.8%(65명), 60대 11.6%(35명), 70대 이상 4.6%(14명)로 나타났으며, 40대의 응답
률이 가장 높았음.

• 종교의 경우 불교가 100.0%(300명)로 응답자 모두 불교로 나타남.
•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43.0%(1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36.4%(109명), 고등학교 졸업 9.3%(28명), 무학 5.9%(18명), 대학교 이상 5.3%(16

결혼상태

명) 순으로 나타남.

• 직업의 경우 농업이 82.6%(24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9.3%(28
명), 상업 6.8%(21명), 회사원과 공무원이 각각 0.6%(2명)로 나타남.

•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이 82.9%(249명)로 나타나 대부분 기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독신포함) 9.3%(28명), 사별 5.8%(17명), 이혼 2.0%(6명)순으로 나

주 생계책임자

구분

빈도

비율(%)

남

266

88.6

여

34

11.4

합계

300

100.0

20대

29

9.7

30대

65

21.8

40대

92

30.7

50대

65

21.8

60대

35

11.6

70대 이상

14

4.6

합계

300

100.0

불교

300

100.0

합계

300

100.0

무학

18

5.9

초등학교 졸업

129

43.0

중학교 졸업

109

36.4

고등학교 졸업

28

9.3

대학교 이상

16

5.3

합계

300

100.0

농업

248

82.6

회사원

2

0.6

공무원

2

0.6

상업

21

6.9

기타

28

9.3

합계

300

100.0

미혼(독신포함)

28

9.3

기혼

249

82.9

이혼

6

2.0

사별

17

5.8

합계

300

100.0

본인

277

92.4

기타

23

7.6

합계

300

100.0

◎◎<표 1> 인구학적 특성

타남.

• 주 생계책임자는 본인이 92.4%(277명)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6%(23명)로 나타남.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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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특성

(3) 응답자의 종족과 언어

•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목조가 56.6%(1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벽돌조 23.7%(71
명), 초가 19.7%(59명) 순으로 나타남.

• 종족의 경우 버마족이 98.8%(29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2%
(4명)로 나타남.

• 주거상태의 경우 자가라고 100%(300명)로 응답자 모두 자가로 임대료는 전혀 발생

• 주된 사용언어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미얀마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
특성

주거형태

주거상태

구분

빈도

비율(%)

버마족

296

98.8

기타

4

1.2

구분

빈도

비율(%)

벽돌조

71

23.7

목조

170

56.6

합계

300

100.0

초가

59

19.7

미얀마어

300

100.0

합계

300

100.0

기타

-

-

자가

300

100.0

합계

300

100.0

합계

300

100.0

종족

주된 사용언어

종족

주거형태

◎◎<표 3> 종족과 언어

◎◎<표 2> 주거 특성

576

577

(4) 가구원 특성

없음

2

0.6

1명

16

5.2

2명

143

47.8

3명

75

25.1

4명

44

14.8

가구가 25.3%(76명), 한명도 없는 가구가 24.3%(73명), 3명 있는 가구는 7.1%(21명),

5명

16

5.2

4명 있는 가구는 2.6%(8명), 5명 있는 가구는 1.1%(3명) 순으로 나타났남.

6명

4

1.2

합계

299

100.0

• 가구원 중 영유아(0~5세)가 한명도 없는 가구가 68.2%(204명)로 가장 많았으며, 1명
있는 가구가 22.3%(67명), 2명 있는 가구는 5.6%(17명), 3명 있는 가구는 3.0%(9명),
4명 있는 가구는 0.6%(2명), 6명 있는 가구는 0.3%(1명) 순으로 나타났남.

• 학령기아동(6~18세)이 2명 있는 가구는 39.6%(118명)로 가장 많았으며, 1명 있는

성인

• 성인이 2명 있는 가구는 47.8%(143명)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있는 가구는 25.1%(75
명), 4명 있는 가구는 14.8%(44명), 1명과 5명 있는 가구가 각각 5.2%(16명), 6명 있

◎◎<표 4> 가구원 특성1

는 가구는 1.2%(4명) 순으로 나타남. 한명도 없는 가구가 0.6%(2명) 있는 것으로 나

• 65세 이상의 노인이 없는 가구가 56.8%(169명)로 가장 많았으며, 1명 있는 가구는

타남.

26.6%(79명), 2명 있는 가구는 16.6%(49명)로 나타남.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 있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없음

204

68.2

•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로 하는 일은 집안일이 34.9%(45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

1명

67

22.3

무 일도 없는 경우 29.4%(38명), 농사일이 16.2%(21명), 기타 14.0%(18명), 육아일

2명

17

5.6

5.5%(7명) 순으로 나타남.

영유아

3명

9

3.0

(0세~5세)

4명

2

0.6

5명

-

-

6명

1

0.3

합계

299

100.0

없음

73

24.3

1명

76

25.3

2명

118

39.6

3명

21

7.1

4명

8

2.6

5명

3

1.1

합계

299

100.0

학령기아동
(6세~18세)

는 경우는 78.9%(102명)로 대부분은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4%(10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돌보는 가족도 100%(10명)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 가족이 주로 하는 일은 집안일이 44.5%(4명)로 가장 많았고, 없는 경우가
32.5%(3명), 농사일이 23.0%(2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69

56.8

노인

1명

79

26.6

(65세 이상)

2명

49

16.6

합계

300

100.0

있다

102

78.9

없다

26

2.1

합계

128

100.0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유무

578

579

빈도

비율(%)

34.9

없음

180

60.3

7

5.5

1명

61

20.5

없음

38

29.4

2명

43

14.3

기타

18

14.0

3명

12

4.0

합계

128

100.0

4명

3

0.9

없음

290

96.6

합계

299

100.0

없음

1

0.3

1명

10

3.4

1명

14

4.5

합계

300

100.0

2명

157

52.5

있다

10

100.0

3명

71

23.9

4명

39

13.0

21

16.2

집안일

45

육아

노인이 주로 하는 일

장애가 있는 가족수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 유무

장애 가족이 주로 하는 일

구분

농사

특성

19세 미만 아동

성인

없다

-

-

합계

10

100.0

5명

14

4.5

농사

2

23.0

6명

4

1.3

집안일

4

44.5

합계

299

100.0

없음

3

32.5

합계

9

100.0

19세 미만 아동

성인

◎◎<표 5> 가구원 특성2

(5) 경제활동 참여 가족 수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아동은 경제활동에 참여는
아동이 없는 경우가 60.3%(180명), 1명 20.5%(61명), 2명 14.3%(43명), 3명 4.0%(12
명), 4명 0.9%(3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수는 2명이 52.5%(157명), 3명이 23.9%(71명), 4명이

◎◎<표 6> 경제활동 참여 가족 수

13.0%(39명), 1명과 5명이 각각 4.5%(14명), 6명 1.3%(4명), 없음이 0.3%(1명) 순으
로 나타남.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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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관련 특성

특성

(1) 전/겸업 여부

건기

• 조사대상자의 전/겸업를 조사한 결과 전업상태인 대상자가 45.9%(138명)로 나타

구분

빈도

비율(%)

예

287

95.7

아니오

13

5.3

합계

300

100.0

농업(작물재배포함)

119

41.6

축산업

52

18.2

자영업

54

18.8

건기

택시(모터싸이클포함)

2

0.7

생업활동

건설노동

11

3.7

공장취업

4

1.2

기타

45

15.8

합계

287

100.0

생업활동 유무

났고, 겸업상태인 대상자가 54.1%(138명)로 나타남.
특성

전/겸업

구분

빈도

비율(%)

전업

138

45.9

겸업

162

54.1

합계

300

100.0

전/겸업 여부

건기 생업활동 유무

◎◎<표 7> 전/겸업 여부

건기 생업활동

◎◎<표 8> 건기 생업활동 특성

(2) 건기 생업활동 특성

• 건기 생업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95.7%(287명)의 응답자가 생업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건기에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업활동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3) 우기 생업활동

• 우기 생업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0.0%(300명)로 모든 응답자가 생업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작물재배포함)이 41.6%(119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18.8%(54명), 축산

• 우기에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업활동의 내용을 분석한 결

업이 18.2%(52명), 기타 15.8%(45명), 건설노동 3.7%(11명), 공장취업 1.2%(4명), 택

과 농업(작물재배포함)이 81.8%(245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0.5%(31명), 기

시 0.7%(2명) 순으로 나타남.

타 3.2%(10명), 축산업 2.1%(6명), 건설노동 1.3%(4명), 택시 0.7%(2명), 공장취업
0.6%(2명) 순으로 나타남.

582

583

• 비교적 건기보단 우기에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 생업활동율도 5% 정도 높

(4) 경제관련 특성

•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745.59짯(Kyat)으로 나타났

은 걸 알 수 있었음.

• 또한 우기에는 81.8%가, 건기에는 41.6%가 농업을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건기

고, 3000이상~4000짯 미만의 응답자가 47.2%(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2000이상

에는 농사가 어려워 농사이외의 다른 생업활동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것

~3000짯 미만 23.3%(70명), 5000이상~6000짯 미만 12.4%(37명) 등의 순으로 나

을 알 수 있었음.

타남.

• 1일 근로시간의 경우 평균 8.4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6시간~8시간의 응답자가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예

300

100.0

아니오

-

-

합계

300

100.0

농업(작물재배포함)

245

81.8

축산업

6

2.1

자영업

31

우기

택시(모터싸이클포함)

생업활동

우기
생업활동 유무

68.6%(206명)로 가장 많았고, 9시간~11시간 16.6%(50명), 12시간 이상 10.5%(31
명), 5시간 이하 4.3%(13명) 순으로 나타남.

• 주중 평균 근로 일수는 평균 6.56일로 나타났으며, 주중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7
일)가 76.4%(22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특성

구분

빈도

비율(%)

10.5

2000 미만

6

2.0

2

0.7

2000 이상~3000 미만

70

23.3

건설노동

4

1.3

1일 평균 소득

3000 이상~4000 미만

142

47.2

공장취업

2

0.6

(평균 : 3,745.59짯

4000 이상~5000 미만

23

7.6

기타

10

3.2

표준편차 : 3,575.58)

5000 이상~6000 미만

37

12.4

합계

287

100.0

6000 이상

22

7.4

합계

300

100.0

5시간 이하

13

4.3

1일 근로시간

6시간~8시간

206

68.6

(평균 : 8.49시간

9시간~11시간

50

16.6

표준편차 : 1.65)

12시간 이상

31

10.5

합계

300

100.0

3일

3

1.1

4일

7

2.2

주중 평균 근로 일수

5일

38

12.7

(평균 : 6.56일

6일

23

7.6

7일

229

76.4

합계

300

100.0

우기 생업활동

◎◎<표 9> 우기 생업활동 특성

584

585

1일 평균 소득

• 소득 증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의

1일 근로시간

유무를 조사한 결과 63.1%(173명)의 응답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36.9%(101명)의 응답자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을 늘려 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를 조
사한 결과 87.5%(262명)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근로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73

63.1

없다

101

36.9

합계

273

100.0

소득 증대 가능시

있다

262

87.5

근로시간

없다

38

12.5

증가 의향

합계

300

100.0

◎◎<표 10> 경제관련 특성1

• 현재 소득으로 생계유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77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여부

의 64.4%(193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현재 소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매
우 부족하다 + 부족한 편이다)이 있는 경우가 28.0%(84명)로 나타남.

•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여부를 조사한 결과 91.0%(273명)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심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여부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족하다

11

3.5

현재 소득으로

부족한 편이다

73

24.5

생계유지 정도

보통이다

193

64.4

(평균 : 2.77점

충분한 편이다

19

6.4

표준편차 : .67)

매우 충분하다

3

1.1

합계

300

100.0

있다

273

91.0

없다

27

9.0

합계

300

100.0

소득증대 관심여부

현재 소득으로 생계유지 정도

소득 증대 가능시 근로시간 증가 의향

◎◎<표 12> 경제관련 특성3

소득증대 관심여부

◎◎<표 11> 경제관련 특성2

586

587

• 가중치로 분석한 결과 깨 401점, 고추 369점, 쌀 227점 등의 순으로 재배하고 있는

3) 농업 관련 특성

것으로 나타남.
(1) 농업관련 특성 1

•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주/소작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성

구분

답자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성

구분

지주/소작농 여부

영농관리조직/농업 조합
관련 단체 가입 여부

빈도

비율(%)
주요
생산작물

2순위

3순위

가중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쌀

57

21.8

20

7.9

16

12.1

227

옥수수

2

0.7

12

4.8

31

23.5

61

깨

57

21.8

108

43.6

14

10.6

401

콩

54

20.6

31

12.7

27

20.5

251

면화

1

0.4

7

2.9

13

9.8

30

채소

6

2.4

-

-

3

2.3

21

고추

79

30.4

56

22.9

20

15.2

369

94.5%(247명)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주인 것으로 나타남.

• 영농관리조직/농업 조합 관련 단체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85.4%의 대부분의 응

1순위

지주

247

94.5

소작농

14

5.5

합계

262

100.0

망고

1

0.4

2

0.9

-

-

7

예

38

14.6

캐슈넛

-

-

-

-

-

-

-

아니오

223

85.4

기타

4

1.5

10

4.2

8

6.1

40

합계

262

100.0

합계

261

100.0

247

100.0

132

100.0

지주/소작농 여부

영농관리조직/농업 조합 단체 가입 여부

◎◎<표 14> 농업관련 특성 2-1

• 농사에 필요한 정보 획득방법으로 본인의 경험이 60.7%(159명), 가족의 도움
24.3%(64명), 지인의 도움 7.8%(21명), 조합이나 단체 5.4%(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용수 조달방법은 천수답이 75.9%(199명), 자연저수지가
16.7%(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가족의 도움

64

24.3

본인경험

159

60.7

농사에 필요한 정보

지인의도움

21

7.8

획득 방법

조합이나 단체

14

5.4

기타

5

1.8

합계

262

100.0

천수답

199

75.9

자연저수지

44

16.7

기타

19

7.4

합계

262

100.0

◎◎<표 13> 농업관련 특성 1

(2) 농업관련 특성2

• 주요 생산작물의 1순위는 고추가 30.5%(79명), 쌀과 깨가 21.8%(57명), 콩 20.6%
(54명) 등의 순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순위는 깨가 43.6%(108명), 고

추 22.9%(56명), 콩이 12.7%(31명) 등의 순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순
위는 옥수수 23.5%(31명), 콩이 20.5%(27명), 고추가 15.2%(20명) 등의 순으로 재배

용수 조달 방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88

589

용수 조달 방법

농사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방법

• 농산물재배면적은 평균 21,327.71㎡, 수확량은 평균 443.39Kg, 농사비용은 평균
319,569.17짯으로 나타남.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농산물재배면적

261

21,327.71㎡

15,450.46

농사 소출량(수확량)

260

443.39Kg

719.38

농사비용

260

319,569.17짯

356,053.94

◎◎<표 17> 농업관련 특성 2-4
◎◎<표 15> 농업관련 특성 2-2

• 주된 농사 방법의 경우 가축을 이용한 방법이 71.4%(18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94.7%(162명)가 불편하다고 응답하

났으며, 인력 이용 14.7%(38명), 기계 이용 11.7%(31명), 기타 2.2%(6명) 순으로 나타남.

였으며, 그 이유로 가뭄이나 장마로 인해 농사짓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59.3%

• 농사에 필요한 인력 충당 방법의 경우 인건비 투입 농사 80.0%(211명), 직접 농사

(118명), 물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농사짓는데 불편여부

불편한 점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48

없다

가 12.8%(34명), 두레(품앗이) 6.0%(16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94.7

기계이용

31

11.7

24

5.3

인력이용

38

14.7

합계

262

100.0

가축이용

187

71.4

날씨(가뭄, 장마등)

118

59.3

기타

6

2.2

물부족

66

33.2

합계

262

100.0

병충해, 잡초

5

2.5

직접 농사

34

12.8

인력

8

4.0

인건비 투입 농사

211

80.8

자금

2

1.0

두레(품앗이)

16

6.0

합계

199

100.0

기타

1

0.4

합계

262

100.0

농사짓는데 불편여부

특성

농사 짓는 방법

농사에 필요한 인력
충당 방법

불편한 점
농사짓는 방법

농사에 필요한 인력 충당 방법

◎◎표 16> 농업관련 특성 2-3
◎◎<표 18> 농업관련 특성 2-5

590

591

• 홍수나 가뭄으로 피해를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90.9%(238)가 피해 본적이 있다고

특성

응답하였으며, 농지피해가 평균 10,664.28㎡, 금전피해가 평균 370,960.96짯으로
나타남.
여성
특성

홍수/가뭄 피해여부

농지 피해
금전 피해

구분

빈도

비율(%)

예

238

90.9

아니오

24

9.1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2

4.6

1명

173

66.0

2명

58

22.0

3명

16

6.3

4명

1

0.4

5명

2

0.7

합계

262

100.0

없음

195

74.6

1명

46

17.8

2명

19

7.2

합계

262

100.0

빈도

평균

표준편차

3명

1

0.4

합계

261

100.0

없음

195

74.7

1명

41

15.6

2명

23

8.9

140

10,664.28㎡

9,521.85

194

370,960.96Kyat

361,382.73

◎◎<표 19> 농업관련 특성 2-6

노인

아동

• 농사에 투입되는 가족의 수에서 남성은 1명이 62.4%(16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3명

2

0.8

합계

261

100.0

◎◎<표 21> 농사에 투입되는 여성, 노인, 아동 수

다음으로 2명이 26.8%(70명), 3명이 5.1%(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는 경
(3) 농번기 시 자녀의 활동

우도 4.2%(1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도 1명이 66.0%(17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이 22.0%(58명), 3명

• 농번기 시 자녀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 간다는 응답이 43.7%(107명)로 가장

이 6.3%(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도 4.6%(12명)가 있는 것으로 나

많았으며, 농사일을 돕는다는 응답이 40.0%(98명), 기타 16.4%(40명) 순으로 나타남.

타남.

• 노인은 농사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74.6%(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17.8%
(46명), 2명이 7.2%(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도 농사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74.7%(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
농번기 시

구분

빈도

비율(%)

학교에 간다

107

43.7

농사일을 돕는다

98

40.0

자녀의 활동

1명이 15.6%(41명), 2명이 8.9%(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40

16.3

합계

245

100.0

농번기 시 자녀의 활동
특성

남성

◎◎<표 20> 농사에 투입되는 남성 수

592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1

4.2

1명

163

62.4

2명

70

26.8

3명

13

5.1

4명

4

1.5

합계

261

100.0

◎◎<표 22> 농번기 시 자녀의 활동

593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병에 걸려 문제가 된 경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72.5%(212

(4) 가축 사육 관련 특성

가축관련 특성

명)의 응답자가 병에 걸려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축 사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를 80.6%(228명)가 사육하고 있는

• 가축이 병에 걸려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감염된 가축의 처리방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19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닭은 53.1%(150

법을 조사한 결과, 매립이 95.8%(203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가 3.7%(8명), 폐사

명)의 응답자가 사육하고 있으며, 평균 15.86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돼

처리시설이용 0.5%(1명) 순으로 나타남.

지는 28.5%(81명)의 응답자가 사육하고 있으며, 평균 2.36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

• 타인들의 병에 걸린 가축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매립이 86.8%(254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판매 8.9%(26명), 폐사처리시설이용 1.7%(5명) 순으로 나타남.

로 나타남.
특성

소

닭
가축 사육
돼지

기타

구분

빈도

비율(%)

예

212

72.5

아니오

80

27.5

100.0

합계

293

100.0

150

53.1

매립

203

95.8

사육 안함

133

46.9

본인

폐사처리시설이용

1

0.5

합계

283

100.0

감염가축 처리 방법

판매

8

3.7

사육 함

81

28.5

합계

212

100.0

사육 안함

202

71.5

매립

254

86.8

합계

283

100.0

타인

폐사처리시설이용

5

1.7

사육 함

34

12.1

감염가축 처리 방법

판매

26

8.9

사육 안함

249

87.9

기타

8

2.6

합계

283

100.0

합계

293

100.0

구분

빈도

비율(%)

사육 함

228

80.6

사육 안함

55

19.4

합계

283

사육 함

가축 사육

평균

4.19

15.86

특성
가축 병 감염 경험여부

2.36

18.76

가축 병 감염 경험 여부

본인/타인 감염가축 처리 방법

◎◎<표 24> 가축관련 특성2

◎◎<표 23> 가축관련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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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정리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64.0%(188명)의 응답자가 경지정리에 대

4) 농수로 관련 특성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2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1) 농수로 관련 특성

• 자연저수지의 유용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용하다는 응답자가 74.4%(223
명)로 나타남.

79.8%(1234명)의 응답자(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가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65.2%(192명)가 농수로에
특성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에 대한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났으며 66.6%(196
명)의 응답자(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가 농수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

구분

빈도

비율(%)

예

188

64.0

아니오

106

36.0

합계

294

100.0

매우 필요하다

151

51.4

필요하다

83

28.4

보통이다

54

18.2

불필요하다

2

0.7

매우 불필요하다

4

1.3

합계

294

100.0

경지정리 인지 여부

로 나타남.
특성
자연저수지
유용 정도

농수로 인지 여부

농수로 필요 정도
(평균 : 3.96점
표준편차 : 1.00)

구분

빈도

비율(%)

예

223

74.4

아니오

71

24.2

합계

294

100.0

예

102

34.8

아니오

192

65.2

합계

294

100.0

매우 필요하다

111

37.6

필요하다

85

29.0

보통이다

80

27.2

불필요하다

12

4.2

매우 불필요하다

6

2.0

합계

294

100.0

자연저수지유용정도/농수로인지여부

농수로 필요 정도

경지정리 필요 정도
(평균 : 4.28점
표준편차 : .88)

경지정리 인지 여부

경지정리 필요 정도

◎◎<표 26> 경지정리 관련 특성

• 농수로 사업지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4.3%(277명)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사업 진행시 마을을 위한 노력봉사의 참가 의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0점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1.3%(210명)의 응답자(적극 참여하겠다+참여하겠다)가 참
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로 인한 소득증대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03점으로 나타났으
◎◎<표 25> 농수로 관련 특성

596

며 전체의 68.4%(201명)의 응답자(매우 도움이 된다+도움 된다)가 농수로를 이용한
597

소득증대의 도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

5) 환경 관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찬성

277

94.3

반대

17

5.7

합계

294

100.0

적극 참여하겠다

131

44.4

농수로사업
노력봉사 참가 의향

참여하겠다

79

26.9

보통이다

73

24.8

(평균 : 4.10점
표준편차 : .97)

참여하지 않겠다

5

1.8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6

2.0

합계

294

100.0

매우 도움이 된다

127

43.3

농수로로 인한
소득증대 도움정도

도움 된다

74

25.1

보통이다

76

25.8

(평균 : 4.03점
표준편차 : 1.02)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2.5

합계

294

100.0

농수로 사업지원에
대한 의견

농수로 사업지원에 대한 의견

(1) 환경 변화

• 거주지역의 지난 몇 년간 강우량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8%(244
명)가 강우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함.

• 거주지역의 강의 범람 횟수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7%(292명)가
범람 횟수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함.
특성

강우량의 변화 유무

강의 범람 횟수 변화 유무

구분

빈도

비율(%)

예

244

82.8

아니오

51

17.2

합계

295

100.0

예

4

1.3

아니오

292

98.7

합계

296

100.0

강우량의 변화 유무

강 범람 횟수 변화 유무

농수로 사업 노력봉사 참가 의향

농수로로 인한 소득증대 도움정도

◎◎<표 28> 환경변화 1

• 거주지역의 토양의 질 변화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3%(196명)가 토양의
질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함.

• 대상자의 현재와 이전 수확량의 차이 유무를 조사한 결과, 66.2%(195명)의 응답자
가 현재와 이전 수확량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표 27> 농수로사업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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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토양의 변화 유무

현재와 이전 수확량
차이 여부

토양의 변화 유무

구분

빈도

비율(%)

예

100

33.7

아니오

196

66.3

합계

296

100.0

예

195

66.2

아니오

99

33.8

합계

294

100.0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 3.48
표준편차 : .75)

현재와 이전 수확량 차이 여부
가족의 건강상태
(평균 : 3.45
표준편차 : .62)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건강하지 않다

3

1.1

건강하지 않다

19

6.4

보통이다

125

41.6

건강하다

136

45.4

매우 건강하다

16

5.4

합계

300

100.0

전혀 건강하지 않다

0

0.0

건강하지 않다

11

3.8

보통이다

152

50.5

건강하다

128

42.8

매우 건강하다

9

2.9

합계

300

100.0

주관적/가족의 건강상태

◎◎<표 29> 환경변화 2

6) 사회적자본 관련 특성
(1) 건강관련 특성

◎◎<표 30>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전혀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다)이 42.9%(48명)로 나
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3명), 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하다+건
강하다)라는 응답이 18.8%(21명)로 나타남.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자녀관련 특성

• 자녀 교육 중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5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가 86.4%(243명)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족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보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교가 86.2%(243명)로 나타났으면,

통이다라는 응답이 42.3%(47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고등학교 9.2%(26명), 중학교 2.1%(6명), 초등학교와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가

응답(전혀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다)이 37.8%(42명)로 나타났으며 건강한 편이다

1.0%(3명), 유치원 0.5%(1명) 순으로 나타남.

(매우 건강하다+건강하다)라는 응답이 20.0%(22명)로 나타나 대체로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자녀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교가
67.5%(190명)로 나타났으면, 고등학교 17.1%(48명), 중학교 8.8%(25명), 초등학교
5.5%(15명), 유치원 0.7%(2명), 시키고 싶지 않다 0.4%(1명) 순으로 나타남.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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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0.6

중요하지 않다

2

0.6

보통

35

12.4

중요하다

44

15.7

매우 중요하다

199

70.7

합계

281

100.0

시키고 싶지 않다

3

1.0

유치원

1

0.5

초등학교

3

1.0

중학교

6

2.1

고등학교

26

8.6

대학교

243

86.2

합계

281

100.0

시키고 싶지 않다

1

0.4

유치원

2

0.7

초등학교

15

5.5

중학교

25

8.8

고등학교

48

17.1

대학교

190

67.5

합계

281

100.0

자녀 교육 중요정도
(평균 : 4.56
표준편차 : .78)

희망 자녀 교육정도

실제 자녀 교육정도

자녀교육 중요정도

희망 / 실제 자녀 교육정도

특성

자녀 생계활동
참가 필요 정도
(평균 : 3.80
표준편차 : .86)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4

필요하지 않다

22

7.8

보통이다

65

21.6

필요하다

138

49.1

매우 필요하다

55

19.7

합계

281

100.0

자녀 생계활동 참가 필요 정도

◎◎<표 32> 자녀 생계활동 참가 필요 정도

•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 유무를 조사한 결과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60.2%(170명)
로 나타남.

• 자녀의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이 40.1%(113명), 자영업 34.2%(96명), 기타
11.9%(34명), 농업 8.9%(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성
자녀의 미래 준비

자녀의 희망직업
◎◎<표 31> 자녀관련 특성1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예

112

39.8

아니오

170

60.2

합계

282

100.0

농업(작물재배포함)

25

8.9

사무직취업

113

40.1

자영업

96

34.2

택시(툭툭이 포함)

1

0.4

관광가이드

4

1.4

제조업취업

9

3.2

34

11.9

282

100.0

01

• 자녀의 가족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참가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80점으

기타

합계

로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가
68.8%(193명)로 나타남.
602

01 기타에는 선생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은행원, 경찰, 자동차수리사, 법조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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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준비

◎◎<표 34> 사회적 자본 관련 특성 1

자녀의 희망직업

• 위급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도움 1순위의 결과 가족이 72.4%(14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척
20.0%(41명), 이웃 7.6%(16명), 기타 0.0%(0명)의 순으로 나타남.

• 도움 2순위의 경우 친척 31.7%(95명), 이웃 26.1%(78명), 가족 8.4%(25명), 기타
0.6%(5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3순위의 경우 이웃 57.5%(78명), 친척 32.7%(44
◎◎<표 33> 자녀의 미래준비 여부 및 희망직업

명), 가족 6.3%(9명), 기타 3.5%(7명) 순으로 나타남.

•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 가족이 33.7%(183명)로 가장 많았으며, 친척 33.3%(181
(3) 사회적 자본관련 특성

명), 이웃 31.7%(172명), 기타 1.3%(7명)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들의 위급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를 조사한 결
과, 자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7.4%(202명)로 나타남.

• 가중순위의 경우 가족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친척 2순위, 이웃 3순위,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들에게 위급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용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5.6%(226명)의 응답자(매우 도와줄 용의+도와줄 용
의)가 도와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
위급한 상황 시
도움요청 자원 유무

위급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용의
(평균 : 3.89
표준편차 : .64)

도움 1순위
구분

도움 2순위

도움 3순위

다중응답

가중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점수

순위

이웃

16

7.6

78

26.1

78

57.5

172

31.7

282

3

구분

빈도

비율(%)

친척

41

20.0

95

31.7

44

32.7

181

33.3

357

2

예

202

67.4

가족

149

72.4

25

8.4

9

6.3

183

33.7

506

1

아니오

98

32.6

기타

0

0.0

2

0.6

5

3.5

7

1.3

9

4

합계

300

100.0

합계

206

100.0

200

100.0

136

100.0

542

100.0

전혀 도와줄 용의가 없다

0

0.0

도와줄 용의가 없다

4

1.2

그저 그렇다

69

23.1

도와줄 용의가 있다

184

61.5

매우 도와줄 용의가 있다

42

14.1

합계

300

100.0

위급한 상황 시 도움요청 자원 유무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다중응답)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가중점수)

위급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용의

◎◎<표 35> 위급 상황 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자원

• 대상자들의 주관적 행복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보
통이다는 응답이 51.8%(155명), 자신이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이(매우 행복+행복)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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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36명)로 나타났으며 , 불행한 편이다(매우 불행+불행) 2.6%(8명)로 나타남.

나타남.

•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2.90점으로 나타났으

• 조사대상자들의 미래 가계 경제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4점으로 나타났으

며 그저 그렇다가 56.6%(1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불만이 22.4%(67명), 대체

며 다소 좋아질 것이다가 41.1%(123명)로 가장 많았으며,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로 만족 13.2%(40명), 매우불만 4.0%(12명), 매우만족 3.8%911명) 순으로 나타남.

37.8%(113명), 다소 나빠질 것이다 8.6%(26명),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6.6%(20명),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5.9%(18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행하다

4

1.4

구분

빈도

비율(%)

불행하다

4

1.4

매우 가난

6

2.0

보통이다

155

51.8

가난

41

13.7

행복하다

124

41.4

보통

245

81.7

매우 행복하다

12

4.1

부유

8

2.6

합계

300

100.0

매우 부유

0

0.0

매우 불만

12

4.0

합계

300

100.0

대체로 불만

67

22.4

더 가난해졌다

31

10.3

그저 그렇다

170

56.6

변화 없다

243

81.0

대체로 만족

40

13.2

더 부유해졌다

26

8.7

매우 만족

11

3.8

합계

300

100.0

합계

300

100.0

상당해 나빠질 것이다

18

5.9

다소 나빠질 것이다

26

8.6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113

37.8

다소 좋아질 것이다

123

41.1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20

6.6

합계

300

100.0

주관적 행복정도
(평균 : 3.46
표준편차 : .66)

전반적 생활만족도
(평균 : 2.90
표준편차 : .81)

주관적 행복정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특성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 : 2.85
표준편차 : .47)

과거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태

미래 경제상태 전망
(평균 : 3.34
표준편차 : .94)

주관적 경제 상태

과거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태

미래 경제상태 전망

◎◎<표 36> 사회적 자본 관련 특성 2

•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 81.7%(245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난이 13.7%(41명), 부유 2.6%(8명), 매우
가난 2.0%(6명)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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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사회적 자본 관련 특성 3

• 조사대상자들의 과거와 비교한 현재 경제상태를 조사한 결과 변화없다가 81.0%(243

•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를 조사한 결과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85.8%(257명)

명)로 가장 많았으며, 더 가난해졌다 10.3%(31명), 더 부유해졌다 8.7%(26명) 순으로

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할 수 있다 11.3%(34명), 신뢰할 수 없다 2.9%(9명)의 순으로
607

나타남.

• 타인들의 생활태도를 조사한 결과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67.4%(202명)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을 도우려고 한다 23.8%(71명), 자기자신만을 위한다

02 마을별 농수로, 경지, 저수지 관련 평균·차이 비교 ----------1) 농수로

8.7%(26명) 순으로 나타남.

• 타인들의 규범/규칙 준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 마을별 농수로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마을의 평균점수가 3.00점을 넘는 것

이다는 응답이 50.6%(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매우 잘 지

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농수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킨다 + 잘 지킨다)이 46.4%(139명),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전혀 지키지 않는다 +

있음.

• 마을별로 살펴보면 깐쇠와 꼬꼬카라가 평균 4.5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잘 지키지 않는다)이 3.1%(9명)로 나타남.

으며 뻬깐 4.40점, 얀아웅 4.18점, 뼈벤레 4.10점, 따판차웅 4.07점 등의 순으로 나
특성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타인들의 생활태도

타인들의 규범/규칙
준수 정도
(평균 : 3.48
표준편차 : .66)

구분

빈도

비율(%)

신뢰할 수 없다

9

2.9

경우에 따라 다르다

257

85.8

신뢰할 수 있다

34

11.3

합계

300

100.0

자기자신만을 위한다

26

8.7

경우에 따라 다르다

202

67.4

남을 도우려고 한다

71

23.8

합계

300

100.0

전혀 지키지 않는다

2

0.7

잘 지키지 않는다

7

2.4

보통이다

152

50.6

잘 지킨다

124

41.4

매우 잘지킨다

15

5.0

합계

300

100.0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타인들의 생활태도

타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29

4.10

1.13

욘공

30

3.12

.33

냔도

30

3.73

.91

얀아웅

25

4.18

.85

따판차웅

30

4.07

1.00

뻬깐

30

4.40

1.04

깐쇠

30

4.50

.70

꼬꼬카라

30

4.50

.64

쩍타이

30

3.30

1.02

예이난

30

3.73

1.08

마을별 농수로 필요정도

타인들의 규범/규칙 준수 정도

◎◎<표 39> 마을별 농수로 필요정도

• 마을별로 농수로지원 사업에 대한 찬성률을 살펴본 결과 냔도, 깐쇠, 욘공, 얀아웅,
꼬꼬카라 지역은 농수로지원 사업을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 38> 사회적 자본 관련 특성 4

608

따판차웅 96.7%, 예이난 93.3%, 쩍타이 9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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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률이 가장 낮은 뼈벤레 지역의 찬성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 주

마을별 농수로 사업 참가의향

민들이 농수로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농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찬성률

구분

농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찬성률

뼈벤레

82.8%

욘공

100.0%

냔도

100.0%

얀아웅

100.0%

따판차웅

96.7%

뻬깐

80.0%

깐쇠

100.0%

꼬꼬카라

100.0%

쩍타이

90.0%

예이난

93.3%

◎◎<표 41> 마을별 농수로 사업 참가의향

마을별 농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찬반정도

2) 경지정리

• 마을별 경지정리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냔도 지역이 평균 4.6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깐쇠 4.61점, 얀아웅 4.45점, 예이난 4.40점, 뼈벤레 4.30점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지정리 필요정도가 가장 낮은 쩍타이 지역이 3.80점인 것
을 볼 때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0> 마을별 농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찬반정도

• 마을별 농수로사업 참가의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마을의 평균점수가 3.00점 이상
으로 나타나 농수로 사업 진행시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을별로 살펴보면 깐쇠 지역이 평균 4.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꼬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29

4.30

1.21

욘공

30

4.06

.65

냔도

30

4.63

.67

얀아웅

25

4.45

.69

따판차웅

30

4.28

.92

뻬깐

30

4.13

1.22

깐쇠

30

4.61

.69

꼬꼬카라

30

4.14

.85

쩍타이

30

3.80

.76

예이난

30

4.40

.62

꼬카라 4.43점, 냔도 4.40점, 얀아웅 4.36점, 따판차웅 4.3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29

3.93

1.23

욘공

30

3.24

.55

냔도

30

4.40

1.04

얀아웅

25

4.36

.79

따판차웅

30

4.34

.86

뻬깐

30

4.27

.78

깐쇠

30

4.44

.97

꼬꼬카라

30

4.43

.63

쩍타이

30

3.80

1.19

예이난

30

3.80

.97

마을별 경지정리 필요정도

◎◎<표 42> 마을별 경지정리 필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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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상태

4) 자녀관련

• 마을별 주관적 건강정도를 살펴본 결과 깐쇠 지역이 평균 3.67점으로 가장 높은 것

• 마을별 자녀교육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얀아웅 지역이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꼬꼬카라 3.64점, 냔도 3.63점, 얀아웅 3.62점, 뻬깐 3.60점 등의

으로 나타났으며 뻬깐과 예이난이 4.86점, 깐쇠 4.72점, 꼬꼬카라 4.64점, 쩍타이

순으로 나타남.

4.6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마을의 평균점수가 3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 주민들이 느끼
는 주관적 건강정도는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 따판차웅과 욘공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4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29

4.53

.78

욘공

23

3.77

.99

뼈벤레

30

3.42

.77

욘공

30

3.06

1.02

냔도

30

4.50

.73

얀아웅

30

5.00

.00

냔도

30

3.63

.56

얀아웅

30

3.62

.64

따판차웅

30

3.90

1.01

뻬깐

28

4.86

.36

따판차웅

30

3.34

.81

뻬깐

30

3.60

.72

깐쇠

30

4.72

.57

꼬꼬카라

24

4.64

.79

깐쇠

30

3.67

.90

꼬꼬카라

30

3.64

.49

쩍타이

30

4.60

.81

예이난

28

4.86

.36

쩍타이

30

3.30

.65

예이난

30

3.47

.63

◎◎<표 43> 마을별 주관적 건강정도

◎◎<표 45> 마을별 자녀교육 정도

• 마을별 자녀생계활동 참가 필요정도를 살펴본 결과 뼌벤레 지역이 평균 4.17점으

• 마을별 가족의 건강정도를 살펴본 결과 깐쇠 지역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뻬깐 3.67점, 뼈벤레 3.61점, 냔도 3.53점, 따판차웅 3.52점 등의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뻬깐 4.14점, 얀아웅 4.00점, 꼬꼬카라 3.91점, 냔
도 3.8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의 건강정도 역시 3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의 건강에 대한 만
족도 역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30

3.61

.72

욘공

30

3.12

.33

냔도

30

3.53

.51

얀아웅

30

3.38

.49

따판차웅

30

3.52

.83

뻬깐

30

3.67

.61

깐쇠

30

3.72

.57

꼬꼬카라

30

3.29

.71

쩍타이

30

3.30

.65

예이난

30

3.33

.61

◎◎<표 44> 마을별 가족의 건강 정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29

4.17

.79

욘공

23

3.46

.86

냔도

30

3.87

.86

얀아웅

30

4.00

.80

따판차웅

30

3.72

.92

뻬깐

28

4.14

.85

깐쇠

30

3.72

.82

꼬꼬카라

24

3.91

.68

쩍타이

30

3.40

.93

예이난

28

3.57

.74

◎◎<표 46> 마을별 자녀생계활동 참가 필요정도

• 마을별로 자녀의 미래준비 정도를 살펴본 결과 뼈벤레 지역이 6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이난 50.0%, 따판차웅 48.3%, 얀아웅, 깐쇠 40.0%, 꼬꼬카
라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뼈벤레와 예이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정도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자녀의 미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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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준비할만한 여력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깐쇠 3.28점, 쩍타이 3.10점, 얀아웅 3.08점, 꼬꼬카라 2.93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자녀의 미래 준비

구분

자녀의 미래 준비

뼈벤레

62.1%

욘공

21.7%

냔도

36.7%

얀아웅

40.0%

따판차웅

48.3%

뻬깐

28.6%

깐쇠

40.0%

꼬꼬카라

37.5%

쩍타이

30.0%

예이난

50.0%

• 생활만족도 평균점수 분포가 2.20점에서 3.40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모든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마을별 자녀 미래 준비 정도

• 마을별로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뼈벤레, 냔도, 쩍타이, 욘공, 얀아
웅, 예이난 지역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깐쇠, 뻬깐, 꼬꼬카라 지역은 자영업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30

2.65

.92

욘공

30

2.82

.52

냔도

30

2.90

.84

얀아웅

30

3.08

.74

따판차웅

30

2.69

.81

뻬깐

30

2.20

.76

깐쇠

30

3.28

.95

꼬꼬카라

24

2.93

.60

쩍타이

30

3.10

.55

예이난

30

3.40

.72

◎◎<표 49> 마을별 전반적 생활만족도

가장 많았으며, 따판차웅 지역은 농업과 자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판차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으로 사무직 또는 자영업을

• 마을별 주관적 행복정도를 살펴본 결과 냔도 지역이 평균 3.63점으로 가장 높은 것

1순위로 꼽은 것을 볼 때, 부모들은 자식들이 농업 보다는 교육을 통한 새로운 직

으로 나타났으며 뼈벤레 3.61점, 깐쇠 3.56점, 따판차웅 3.55점, 얀아웅 3.54점 등

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행복정도는 생활만족도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역시 3점대
구분

농업

사무직

자영업

관광가이드

기타

뼈벤레

10.0%

50.0%

33.3%

0.0%

6.7%

냔도

13.3%

43.3%

16.7%

0.0%

26.7%

따판차웅

31.0%

20.7%

31.0%

3.4%

13.8%

깐쇠

16.1%

22.6%

38.7%

0.0%

22.6%

쩍타이

0.0%

40.0%

30.0%

10.0%

20.0%

욘공

8.7%

47.8%

21.7%

0.0%

21.7%

얀아웅

0.0%

38.7%

22.6%

0.0%

38.7%

뻬깐

7.1%

42.9%

50.0%

0.0%

0.0%

꼬꼬카라

0.0%

17.4%

82.6%

0.0%

0.0%

예이난

0.0%

78.6%

21.4%

0.0%

0.0%

◎◎<표 48> 마을별 희망 자녀 직업

에 머무르고 있어 행복정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30

3.61

.72

욘공

30

3.24

.43

냔도

30

3.63

.49

얀아웅

30

3.54

.65

따판차웅

30

3.55

.83

뻬깐

30

3.53

.63

깐쇠

30

3.56

.61

꼬꼬카라

30

2.93

.90

쩍타이

30

3.50

.51

예이난

30

3.47

.51

◎◎<표 50> 마을별 주관적 행복정도

• 마을별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본 결과 뻬깐 지역이 평균 3.20점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욘공 3.06점, 쩍타이 3.00점, 예이난 2.87점, 따판차웅 2.79점 등
의 순으로 나타남.

5) 사회적 자본

•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점수 분포를 보면 2.63점에서 3.20점으로 나타나 모든 마을
주민들이 경제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별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이난 지역이 평균 3.40점으로 가장 높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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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과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뼈벤레

30

2.74

.51

욘공

30

3.06

.24

이상(60.3%)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2명이 참여한다는

냔도

30

2.63

.61

얀아웅

30

2.77

.43

응답자가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판차웅

30

2.79

.49

뻬깐

30

3.20

.41

깐쇠

30

2.78

.42

꼬꼬카라

30

2.64

.62

쩍타이

30

3.00

.00

예이난

30

2.87

.35

◎◎<표 51> 마을별 주관적 경제상태

• 경제생활 특성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기·우기 모두 농업이 가장 주된 생업활동인 것으로 나타남. 건기와 우기의 차이점
으로 건기에는 농업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자영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37%를 차
지하는 반면, 우기의 경우 81.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자영업과 축산업의 비중은

• 마을별 미래 가계경제상태를 살펴본 결과 욘공 지역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쩍타이 3.60점, 냔도, 뻬깐 3.47점, 뼈벤레 3.42점, 예이난 3.33

1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기보다는 건기에 경제활동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1일 평균소득은 3,745.59짯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 가계경제 상태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3점대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
가계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제상태 보다는 나아질 것으

8.49시간, 주중 평균 근로일수는 평균 6.56일로 나타남.

• 현재 소득으로 생계유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77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은 10명 중 9명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로 예측하는 마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로시간을 늘려 소득증가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뼈벤레

30

3.42

1.09

욘공

30

3.71

.58

냔도

역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소득증대에

30

3.47

.82

얀아웅

30

3.23

1.14

따판차웅

30

3.14

1.27

뻬깐

30

3.47

.90

깐쇠

30

2.94

1.24

꼬꼬카라

30

3.07

.72

쩍타이

30

3.60

.50

예이난

30

3.33

.61

◎◎<표 52> 마을별 미래 가계 경제상태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이 주된 소득활동인 응답자들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영농관리조직이나 농업 조합 관련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사에 필요한 정보 획득방법으로 과
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본인의 경험으로 정보를 획득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60
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불교가 100%로 나타남.

•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무학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자가 80%로 나타남.

• 직업의 경우 농업이 82.6%로 대부분 응답자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결혼상태 역시
기혼이 82.9%로 나타남.

• 주거형태는 목조건물에 산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고, 벽돌, 초가 순으로 나타났
으며, 주거상태는 모든 응답자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98.8%가 버마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언어는 모든 응답자가 미얀
마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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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응답자들이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련 정보나 지원에 대해 열악한 상황
인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재배면적은 평균 21.327.71㎡, 수확량은 평균 443.39kg, 농사비용은 평균
319,569.17짯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농작물에 관한 응답으로는 깨, 고추, 쌀 등의
순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된 농사방법의 경우 가축과 인력으로 한다는 응답이 86.1%, 기계 이용이 11.7%
로 나타나 아직까지 기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가뭄이나 장마 또는 물 부족으
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물 관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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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나 가뭄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9명 이상이었으며, 농지
피해가 평균 10,664.28㎡, 금전피해가 평균 370,960.96짯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가축 사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4.19마리를 기

•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기타, 농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자영업, 기타 직업의 합이 86.2%로 나타나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자녀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닭은 평균 15.86마리, 돼지는 평균 2.36마리를

•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이외에 가축 사육 역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

나타나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희망하

로 나타남.

는 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0%가 넘는 응답자가 자연저수지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65%의 응답자가
농수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사에서 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수로에 대한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6점
으로 농수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 사업지원에 대한 찬반의견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 응답자들의 주관적 행복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평균 2.90점으로 보통 이한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평균 2.85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과거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래 가계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평균 3.3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났으며, 농수로 사업 진행시 노력봉사할 의향에 대해서는 평균 4.10점으로 나타나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마을별 특성

• 농수로로 인한 소득증대의 도움 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평균 4.03점으로 농수로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지정리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경지정리 필요정도에 대한 결과는 평균 4.28점으로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거주 지역에 지난 몇 년간 강우량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저수지의 범람 횟수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남.

• 농수로의 필요성은 모든 마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별로는 깐쇠와 꼬꼬
카라 마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뻬깐, 얀아웅, 뼈벤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수로지원 사업에 대한 찬성은 냔도, 깐쇠, 욘공, 얀아웅, 꼬꼬카라 마을이 100%
찬성하였으며, 찬성률이 가장 낮은 뼈벤레 지역 역시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마을이 농수로 지원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로사업 참가의향 역시 모든 마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별로는 깐쇠
마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꼬꼬카라, 냔도, 얀아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토양의 질과 관련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토양의 질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

• 경지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든 마을이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마

였으나, 과거에 비해 현재의 수확량의 차이는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을별로 살펴보면 냔도 마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깐쇠, 얀아웅, 뼈벤레 등의 순

나타남.

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2.75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건강상태 역시 평균 2.83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건강에 대
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교육의 중요정도는 평균 4.56점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자녀 교육 정도 역시 대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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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부족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NGO 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요청을 원하는 사안 중

첫째,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에 필요한

하나가 부족한 식수문제의 해결로, 현 미얀마 정부에서는 NGO 단체에서 우물을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파고자 한다면 빈 땅을 통계부에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없이 그 땅의 사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유무에 계획이 있다고 했으며,

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기간이 따로 확정되지 않고 우물을 사용할 때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소득활동을 할 의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 NGO 단체의 지원을 활성화

다만, 지금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무척 긴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늘려 소득을

하여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타사항으로 위생문제와 농기

증대하는 방안보다는, 농수부족 문제 해결과 농기계사용 지원 등 노동 효율을 높이

계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을 고민할

는 방안,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거리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필요성이 있다.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정보 획득방법으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본인 경험으로 획득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농업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방안과 교
육을 통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뻐뵈 지역은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에서 행정 수도인 네피도를 지나 264마일 지
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 지역이다. 10개 마을 2,564가구, 1만1천519명의

둘째 향후 농수로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모

주민이 분포해 살고 있으며, 야이오(얀나오) 마을을 중심으로 5일장이 열리고 상거

색과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협조와 성과도 기

래가 진행되는 시골 마을이다.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이
가뭄이나 장마 또는 물부족으로 인한 물관리의 문제점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응

쩌우타이, 용고응, 예잉아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영향으로 3개 마을에는 전주가

답하고 있으며,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수

설치되어 전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마을은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를 여유가

로 사업지원과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뻐뵈지역에는 아직 외부 NGO의 지원은 없다. 만달레이 주정부 보건부가 학교와
사찰을 거점으로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저수지와 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예산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 용수의 경우 기존

대표적 뻐뵈지역 농업 저수지는, 1957년에 인공저수지로 만들진 마을 중앙에 위치

의 저수지와 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한 농업 저수지이다. 수량은 95에이카 (1에이카 210ft)로 예전에는약 465에이카 농

않아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보다 효

사지을 수 있었다. 6마을이 1년 내 농사에 사용가능 한 물의 양이다. 현재는 이전보

율적인 저수지, 호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저수

다 현저히 물의 양이 줄어들어 현재는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 부족하다고 한다.

지를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쉽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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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저수지의 저수량이 낮아지는 원인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기술이 부족해 퇴
적물이 쌓였기 때문이다. (바닥을 긁어내고 긁어낸 퇴적물로 저수지 벽을 다시 높이면, 예

1299

5

야아오
(얀나오)

639

저수지의 퇴적물을 파고, 벽을 높이면, 예전 처럼 1년 내내 사용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6

뻬까

199

7

깐소에

123

8

냔도

120

9

따빤차웅

484

434

494
928

239

334
573

268

303
571

1080

10개 마을 중 인공 저수지가 있는 곳도 예를 든 저수지 처럼, 관리 능력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에 저수지 관리 교육, 퇴적물 제거 등, 관리 교육이 기존 저

높이12피트

10

가로7500피트

수동 200
모터 111

유

준비중

퇴적물 많음

공 저수지에 건기(3-5월)에는 물이 아예 없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현
재는 우기에도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로 1마을 정도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인공

496에이커
유

2806

전 처럼 6개 마을이 물을 1년 내 쓸수 있다고 판단한다. - 비용은 약 1억에서 1억5천 예상)

농수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농수로 사용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한다. 인

1507

10

뼈벤레

186

370
768

거의없음

1

무

무

무

무

무

유

(자체

무

3

무

무

무

무

무

4

무

무

398

퇴적물많아 물이

무

1208

2288

수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시행 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인공 저수지

무

유

오수,빗물 담수
퇴적물많음

소방)

자연저수지1

무

2

(퇴적물많음)

무

무

무

를 재개발 하고, 관리 기술을 교육 시키는 것만으로도 6-8개 마을의 농업용수가
원활이 공급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농업 저수지 관리, 농수로 관리 교육이 병행
된다면, 1년내 농업 용수가 원활이 공급되리라고 사료된다. 이를 통한 평균적 농업
소득 증대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뻐뵈지역 10개 마을 저수지(농업용수), 식수 지표 중심 기초선 (2016년 9월 기준)
번
호

마을이름

가구수

1

쩌우타이

215

2
3
4

622

용고응

예잉아

꼬꼬칼라

90

370

138

남

여

주민수
510

전기
유무

저수지

455
965

165

220

유

865

1600
288

347
635

관정

5

무

자연저수지1
3

유

유

자연저수지1
퇴적물 많음
무

보건소

무

퇴적물 많음

385
735

개인
우물

2

무

소방서

무

무
콘크리트
물탱크 5
무

무

무

◎◎뻐뵈 지역 10개 마을 교육환경 지표 기초선 (2016년 9월 기준)
학교

번
호

마을이름

1

쩌우타이

2

용고응

3

예잉아

4

꼬꼬칼라

무

야아오

야아오초,중,고등학교

5

(얀나오)

6

뻬까

7

깐소에

8

냔도

9

따빤차웅

10

뼈벤레

교사수

교내식수

화장실(칸)

쩌우타이 초중학교 (유치원+1~7학년)
7

200

우물

4

빗물

3

예잉아 초등학교
5

46

125

1815

우물

32

우물

2

뻬가 초등학교
5

85
무
냔도 초등학교

조사 안됨(2016년 10월까지 지역조사 후 보고 예정)

무

무

학생수

따빤 차웅초중학교
7

428

사찰 우물

11

뼈벤 레초등학교
6

77

우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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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이다. 미얀마 뻐뵈 지역에서도 단순한 농업용수, 생활수 공급이 아닌, 물을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매개로 한, 수리 협동조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리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
1. 고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미얀마의 변화가, 이제껏 금기시 되어 왔던 개발원조

적 운영 교육, 지속가능한 물 관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가능한 토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판단한다.
2. 뼈뵈시에 위치한 본 법인의 파트너 기관인 미엣지마란(Myitzima Lann) 대표는 한
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법인과 이주 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04 자료 출처-------------------------------------------------------------------

가능하다.)

SPSS 분석 자료집

3. 미엣지마란(Myitzima Lann)은 현재 미얀마 로컬 NGO로 정식 등록 되어 있으며,
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미얀마 뻐뵈 지역에서 교육, 생활 환경 분야에서 다
년간 개발 사업을 협력해 왔다.
4. 뼈뵈지역 10개 마을은 본 법인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다년간 방문을 통해 관
심 있게 지켜봐 온 지역이고, 교육, 농업, 생활 환경 분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공

05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유하고 있다.
5. 2015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한 해외 활동가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본 법인
캄보디아 지부장 이유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이완 공동대표, 그리고 미얀
마, 네팔 활동가들이 참석한 국제 비영리 활동가 세미나를 통해 뼈뵈지역 사업 필
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6. 본 법인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캄보디아 내 가장 열악한 지역인 프레

01

02

03

04

이 비이허에서 12기의 우물을 구축하고 3개 학교를 중심으로 위생보건 교육을 실
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만 우물을 통한 식수를 제공한
경험이 30회가 넘는다.
7. 본 법인은 캄보디아에서 코이카 지원 사업으로, 건딸주 우동지역에서, 인공저수
지 개발 및 워터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3-17년 진행하고 있다. 농업 용수 및 농수
로 개발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건딸주 우동지역 엄빨뻬엠 마을 저수지 개발사업과 생산자 협동조합 모
델을 통해 현재 100가정 정도의 가구의 농업 용수를 제공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ODA사업과 공동모금회 해외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협동
조합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출구전략 및 현지 이관 작업 방법을 구축하고 있
624

01
02
03
04

미찌마란 회원들과 조사 종결 후 단체 사진
마을 리더그룹 인터뷰
마을 회관 집합 설문조사 모습
마을 저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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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chapter 03

05

06

미얀마 뻐뵈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욕구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1번째
가 농업 용수로, 특히 저수지 개보수 및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식수 부족으로
관정과 정수기를 통한 마을 공동 식수처를 개발 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07

08

고앤두는 캄보디아의 경험과 국내에서 뻐뵈 지역과 서신을 통해 농업용수 및 농수로
개발을 목표로 해 지역 조사를 진행 하였다. 하지만 법인의 캄보디아 사업장과 달리, 뻐
뵈 지역에는 인공, 자연적으로 구성된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농업용수로 쓰
기에는 저수지 담수의 양이 부족하다. 이유는 저수지 관리 기술과 방법이 없어, 오랜기간
싸인 퇴적물등의 영향으로 저수지가 담수 기능을 상실하고, 필요시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 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 인공 저수지인 10개 마을 중심의 저수지 퇴
적물을 제거하여 저수지 벽면을 보강해, 담수의 양을 높여 준다면, 인근 6개 마을의 농업
용수가 1년간 확보된다는 기초 데이터를 받아왔으며, 사업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수지 보강 작업 이외에, 저수지 관리 기술, 농수로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용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번째 뻐뵈지역에 주민들의 가장 큰 욕구는 생활수(식수)이다. 하루에 4인 가족 기준
으로 한 가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생활수의 양은 5갤런(1갤런 4.5리터)통, 8통이 필요하다.
이 물은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다. 뻐뵈 지역에 생활수 관정이 있는
마을은 2개 마을뿐이며 그나마 짠물이 나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현재 대
05
06
07
08

조사원 설문지 집합 교육
농업 저수지, 관정등 컨설팅 인터뷰
뻐뵈지역 기초자료 조사표 미얀마어 원본
조사 완료 후, 한국어 번역 및, 조사 진행 점검 미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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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마을 분들은 생활수를 인근 마을에서 배달해서 비싸게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식수
와 생활수 부족은 위생문제와 건강과 직결된다. 오염된 물은 각종 질병과 어려움에 노출
627

된다. 특별히 수인성 질병은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안전한 식수

심층인터뷰 및 컨설팅 자료 첨부

및 위생시설의 보급은 아동 및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또한 긴 거리로 물을 가지러 가는 층은 대부분 학생들이며 여아일 경우가
많아 여아 교육 문제와 학교 출석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수의 안전한 공급
과 보건위생 교육을 통한 인식 증진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식수

◈

위생 위원회(사회적경제 모델인 수리 협동조합) 조직으로 지역주민 민주적 역량을 강화가 이

◎◎마을별 학교관련 현황

Daw Mya Mya (뻐뵈지역 담당 교육부 공무원)

루어지면, 생활수를 통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UN이 70
차 총회에서 정한 SGDs 목표 6번째인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목표가 뻐뵈
지역 10개 마을 공동체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법인은 뻐뵈지역에서 2017년 상반기에 식수와 저수지 교육과 관련된 보충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도 코이카 사업의 기본 자료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방향은 농업 저수지, 개보수 및 관리 교육과 마을 식수 공급을 위한 관정 및 정
수 시스템 설치, 관리 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다.

마을 이름
학교 없음

급여*

전기여부

꼬꼬칼라 깐소에

무

용고응, 예잉아, 뻐까, 난도,

초등학교

따반차옹, 뻐벤레

16만 짯

무

초, 중등학교

쩌우따이

17만5천 짯

유

초, 중, 고등학교

야아오(얀나오)

19만 짯

유

*비고: 생활임금(4인 가족 기준) 30만 짯

• 수업비 : 무료 (4년전부터 책 값도 받지 않고 있음)
• 학기과정 : 6월-3월 학기 (4-5월 방학)
• 학년제 : 초중고

10년 과정
1-4학년 초등학교, 5-8학년 중학교, 9-10학년 고등학교

• 교과과정 : 미얀마어, 영어, 수학, 역사 등등, 기본 교육 중등부터 과학교육
본 법인의 사업 방식은 사회적경제모델로, 모든 프로그램은 물이 중심이 되는, 수리 협
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농사방법, 축산교육, 바느질 교육등 수준에 맞추어 진행

• 수업시간 : 공통 / 8시30분 – 3시30분 (12시-1시15분 점심시간)
점심 – 도시락 또는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재 등교

• 출석률 : 우기
(4월-10월) 기간, 농번기 기간 출석률 90%

- 가정의 일손 부족으로 10% 결석률 발생 – 이유 : 농업 노동력 지원
- 결석률에 대해 강제한 법적 시스템 없음
- 뻐뵈지역 대다수 농업에 종사

• 하교 후 : 교사

– 농사, 장사 등으로 2중 직업 가진 분 다수
학생 – 방과후 프로그램 없음

• 하원이후 학교 이용 – 없음, (오후 3시30분 이후 학교 문 닫음)
• 도서관 : 학교마다

있음, 학과 과정 중, 도서관 이용 시간이 있음
도서관 책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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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지원 : NGO 지원, 뻐뵈지역 없음

- 사용가능하다는 서류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면 됨(10-30년 임대)

보건부에서 출장 와서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진행하고 있음

- 빈 땅을 통계부에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없이 사용가능

• 문제점(고민지점)

- NGO에서 진행하면 기간 확정이 따로 없음

- 부족한 시설 : 학교전기 없음, 식수(우물) 부족, 화장실 부족 비위생적.

- 우물을 사용가능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함.

• 정부에서 저수지, 우물을 작업하는 땅의 종류:

- 희망 프로그램 : IT교육, IT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유는 취직용이

• 해결책

- 마을담당자와 이야기해서 빈자리에서 우물, 저수지 사용 가능

- MOU : 만달레이 주정부 교육부와 해야 함

- 우물은 모두 함께 사용

• 관리지역에서 식수, 저수지, 우물 작업 경험여부:

- 뻐뵈 교육 담당자 ⇨ 에메딘시 통해 지원 가능,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도 가능

- 정부에서 빈자리 땅에 우물 작업한 경험 있음
◈

U Kyi Sein (토지통계부)
◈

• 공무원, 뼈뵈시 10개 지역 중 8번 지역 담당자(8번 지역에 8개 마을이 존재)
• 토지

Daw Su Su (농산부, 농업관련 담당자)

• 관련업무 내용

- 토지는 모두 정부 소유 토지

농지사용, 종자사용 방법, 농산물을 벌레로부터 지키는 방법(농약) 사용방법을 가르

- 개인소유의

개념: 7번 서류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적힌 문서가

치고 안내 하는 곳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

- 땅을 사고 싶으면 서류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함.
그러나 정부의 허락이 필요함. 지역담당자에게 가서 이해관계를 통해 처리하면 됨.

• 기간별 재배작물
우기

우기 중간

우기 후기

건기

깨, 고추, 콩, 해바라기씨

쌀

콩, 해바라기

야채, 양파

- 토지 사용용도 변경: 서류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 사용 기간: 정해진 기간은 없음. 농사지을수록 사용 권리가 길어짐
회사 및 사업의 경우 10~30년 가능, 후에 새로 신청하여 연장해야 함

• 세금

- 판매된

생산품을 뼈뵈시에 가서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중간도매상이 뼈뵈시
에 와서 사가기로 함 (5일장이 얀나오에서 열림)

- 1년 단위로 내야 함. 보통 1년에 8,000 농사 기준

- 농업협동조합 존재하지 않음, 협동조합, 직판장 개념 없음

- 평수가

넓고 사용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 뼈뵈시에 판매하는 생산품 가격의 폭이 큼.

(예) 식당+주차장 넓이의 땅(1에이카) - 1년에 480,000

• 주택토지
- 집을 짓는 땅은 별도로 개인소유 가능(이전부터 정해진 땅에서 살고 있고 팔수 있음)

• 저수지, 우물을 판다고 할 때 필요한 절차:
- 권리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서 정부에 용도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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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품 판매관련

(이유: 양곤시장가에 따라 상승, 하락 폭이 정해짐/ 양곤에서 수출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
지고, 수출양이 줄어들면 가격이 낮아짐)

• 파견교육관련 인원 및 비용
- 교육파견 인원 : 한 달에 5그룹, 1그룹에 10~20명 교육
- 파견교육비용:

1인당 10,000잣(1일), 거리에 따라 비용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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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상부에 보고해야 함.

◈

U Win Mg(농부)

- 종자비용 (32lb): 해바라기 48,000 / 고추 2,000-3,000 / 쌀 13,000 / 깨 104,000 /
콩 8,000-10,000 (수확시 소득 200,000-300,000사이. 더 감소하기도 함.)
- 농약 사용량: 아주 필요한 상황 일 때 만 사용, 자연적으로 생산하려고 함.
- 종자, 비료 값이 비쌈

• 농업교육커리큘럼
- 농업교육 커리큘럼: 농사짓는 방법, 종자구분법, 비료 주는 시기와 방법 (비료 만드

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음), 농산물에 따라 재배하는 기간, 해충퇴치법 등을 알려줌
유통은 연결해주지 않음

• 퇴직한 공무원: 조사마을(옌나우, 800가구) 거주
- 40대 퇴직 후 농사(양파, 목화, 쌀 등: 농사땅 면적 총 12에이카)

• 재배 생산품
- 양파(10~4월, 4월에 수확)/ 목화(4~7월: 건기) / 깨(5~7월: 1번), 쌀
- 목화가 가장 소득이 좋음.
- 깨는 다른 시즌에는 안되기 때문에 1번만 심고 재배함.

• 비료, 퇴비 사용여부

- 커리큘럼에 따른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

- 1번에 50,000(1에이카, 3가지 섞음),

- 논,밭에 문제점을 안내해주기도 함(1일에 불가)

- 비가

와서 망가질 때는 다시 뿌려줘야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1번 뿌리

- 교육은 1일 가능, 보통 일주일에 5번 교육 필요
(교육을 진행할 때 1번은 이론교육, 실전 5번 필요)

• 교육 적정 강사비
- 특별히 적정한 강사비라 생각한 지점 없음.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 있음.
- 급여: 강사 500,000 (확인필요),

• 정부지원 제도

면 됨.

• 판매경로
- 생산물 판매는 5일장 또는 도매상에게 판매
- 직접

공장에 가져와서 판매하지 않음.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중간도매상이 공장, 양곤 등에 판매함

• 농사를 통한 소득

-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확 후에 갚는 제도: 있음. 그러나 잘 안됨.

- 목화 1번 200,000(1에이카 기준)

- 나라에서 수매해서 직거래 하는 제도: 없음

- 양파는 재배 후 바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음

- 협동조합에서

직거래 하는 방식: 없음.

- 깨도 목화와 비슷함.

(이유: 해본 적 없어서 잘 모름. 각자의 생산품의 질이 달라 함께 팔면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관리자 1인을 두고 농민들의 생산품을 사는 형태임)

• 요청하고 싶은 것 :
- 저수지가

한마을에 1개씩 있으면 좋겠음(다른 마을에 저수지가 없음, 우기에만 농사가
가능함)

• 농사의 어려움
- 물이 부족해서 손으로 펌프직함(기계 없음)
- 정부에서

보내주는 물로 농사가능. 그러나 2년 동안 심지 못함.
(3에이카, 나머지는 다른 거 심음/ 12에이카에 모두 심지 않는 이유? 우기량 부족(=물부족)

• 각 가정마다 농업용 우물이 있는지 여부

- 식수지원: 3마을에만 식수가 가능함.

- 건기에 재배하는 양파를 생산하는 가정에만 우물이 있음

- 기계지원: 농기계가 낡아 사용하기 좋지 않음

- 800가구 중 양파를 재배하는 가구 수: 우물 있는 집은 30가구
- 우물

없는 집은 건기에 농사를 짓지 못해 다른 일을 함
: 일당 받는 일을 함, 공판장: 1일 2,500 / 머리카락 세척 및 정리: 1일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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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련 사항
- 땅이 없는 집: 600가구는 땅이 없음.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 많음, 농사를 짓지 않음
- 공무원은

땅을 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
: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일군 값이 비쌈/ 1일 3,500

- 땅값: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의 가격 알 수 없음.
(5년 전에는 1에이카에 250,000)

- 땅은 개인 것, 귄리 등기서류 있음. 사고팔고 가능함

• 기계 소유 및 비용
- 현재 여기 없고 빌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함.

• 트랙터 작업관련
-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2번은 작업해야 함), 고랑은 만들지 않고, 땅은 돋아주는 일
을 함.

- 트랙터+ 땅을 팔수 있는 부품을 붙이면 흙을 파서 옮기는 것도 가능함
땅을 낮추는 것도 가능(그러나 농부들이 돈을 내고 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하지 않고, 책정
된 금액도 없음)

- 작업비용: 1에이카 20,000 (1가지 농산물을 심기 전에 1번은 꼭 트랙터로 작업을 해야 함.)
- 1일 작업량: 1일에 작업량은 명확하지 않음.
1에이카에 1시간 기준(땅이 좋지 않으면 1~2시간 작업이 필요함)

- 쌀 심는 기계, 추수기계는 모두 없음.

- 트랙터 구매 비용: 새제품은 30,000,000 / 중고품은 18,000,000~20,000,000

- 탈곡기 2가정 있음. 수확시 1가마니에 200 받음

- 네피도에서 임대해주는 조건: 농기계부에 일하는 사람에게만 기계를 빌려 옴

- 쌀 껍질 제거기계는 1통에 1,500 – 네피도에 만 있고, 빌리는 사람은 없음
- 만약

기계가 있다면 빌릴 마음이 있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 소득
- 1시즌에 순수익 2,000,000(기름값과 수리비 제외)

: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적당하도 생각하는 금액이 없음

- 기름값이 1일 20,000: 8에이카 작업가능

(트랙터 20,000 / 10,000-12,000 이었으면 좋겠음.)

- 100에이카 보다 많은 작업필요

- 가장 원하는 기계: 추수기계

• 요청하고 싶은 것
- 일꾼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산물을 거둘 때를 놓치기도 함.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해
서 소득도 감소함.

- 기계수도 부족함, 빌리는데 비용이 비쌈
- 트랙터의 경우 10,000-12,000 원함

- 트랙터

작업으로 얻는 순수익 이외에 일당으로 한달 90,000받음 (월소득 257,000)
(2,000,000*3개월-4,000,000=2,000,000/12+90,000=257,000)

- 만약

NGO에서 트랙터를 제공할 경우 임대비를 지출 안한다면, 혹은 임대비를
2,500,000로 낮춘다면 1에이카에 20,000 작업비용을 얼마까지 감소시킬 수 있나?
: 15,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음(15,000*300-2,500,000=2,000,000/12+90,000=257,000)

• 꼬꼬칼라 마을 상황
- 농부들은 보통 3에이카에서 21에이카를 가지고 있음.

◈

U Min Sein(트랙터 사업)

- 꼬꼬칼라의

경우 130가구 중 땅이 있는 가구는 30가구.
나머지는 1일 일당을 받는 일, 직원, 해외근로자로 일함/ 전기는 있음

• 꼬꼬칼라 마을에 거주, 트랙터 사업
- 네피도에서

트랙터를 빌려와서 사용함.
: 6월, 8월, 11월에 1번씩 빌림(1년에 4,000,000 지불/ 일본 구보다 제품 NO 478)

• 요청하고 싶은 것
- 기계값이 너무 비쌈.
- 이자없이 월비를 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음(대출개념/ 현재 은행 이자율 13%)

- 사는 동네에는 혼자만 트랙터 사업을 함.
- 다른 마을에는 개인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동일하게 1일 20,000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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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yaw Kyaw Win / Yan Ag마을(2006-2010년 호수관리자(공무원))

◈

• 호수 역사 (마을에 있는 호수, 인공호수)

• 현재 공무원 퇴직, 농수로 문 관리 담당자

- 오래 전부터 호수가 존재. 1957년에 인공호수로 만들어짐.
- 수량 95에이카 (1에이카 210ft)

U Tin Mg Win (농수)

- 떠엔차우 저수지, 3마을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

• 저수지

- 예전에는 물 사용. 465에이카 농사지을 수 있었음.

- 저수지 최대 물 양: 800에이카 농사 가능

- 6마을이 사용가능함(조사마을 1곳 포함), 물값은 받지 않음

- 895(QRP)/ 우기와 건기 때 모두 사용

- 현재는

이전보다 물의 양이 줄어듬

- 물이 흘러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파서 흐르게 함

: 다시 보전, 관리되면 호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 호수물이 빠지는 원인: 호수 청소가 잘 되지 않고 퇴적물이 쌓임
(바닥을 긁어내고 긁어낸 퇴적물로 호수를 다시 높여야 함- 비용: 1억정도)

- 저수지에 물이 넉넉하면 쌀농사, 이외에는 야채를 재배
- 농업용수 가능, 식수는 불가
-물
 값 받음(4년 전부터 받기 시작함)

• 관리
- Yan Ag 마을 소유였으나 현재는 정부가 맡아 관리
- 정부 관리 잘 안됨 (호수 청소, 바닥을 긁어내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음)
- 정부가

관리하는 우물의 경우 물 값을 받는데, 호수 물값을 받지 않는 이유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
물 값을 받는 우물이나 저수지는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물 값을 받는다고 생각함

: 땅1에이카 농사지을 경우 쌀 1,000 / 다른 야채는 750 (1계절=3개월 기준)

- 농사를 통한 소득: 쌀 1에이카 농사지을 경우 총 소득량의 30% 순수 자기소득임

• 기타
- 유치원부터 있는 학교의 경우 1학교는 480명의 학생, 화장실은 11칸

• 요청하고 싶은 것
- 농산물

수매 대행

• 호수를 소개해주는 이유

농산물 수매해주는 곳만 있으면 소득증대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시 관리를 해서 호수가 잘 사용되었으면 함

현재는 수매해주는 곳이 없음.

- 농수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농수로 사용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함

마을에 와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건기(3-5월)에는 물이 아예 없음. 이전에는 물이 있으나 농업용수는 부족함

- 식수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로 1마을 정도 사용 가능한 상황

마을 집집마다 큰 드럼통에 물을 넣고 사용

- 호수를 높이면 1년 내내 사용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물을 직접 길러오면 300, 와서 넣어주면 3,200

- 어렸을 때는 1년 내내 사용했음. 호수 저수량이 적어져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 호수

인근주변에 농사짓고 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물이 부족

◈

INGO (MEDAIR- U MYO KYAW)

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호수의 깊이가 많이 줄어서 물이 부족한 것

- 호수에 작업을 할 때 정부와 이야기 해야 함

• 요청사항
- 저수지, 호수 관리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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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NGO 긴급의료지원 (현재 79% 등록 완료증이며 8개월 걸림)
• 등록절차: 네피도 중앙정부 마을개발부에 MOU 체결
- 내무부에

MOU 체결 ⇨ 외무부 MOU 체결 (한국 고앤두 확인) ⇨ 외무부에서 미

637

저수지(지하수 형) 컨설팅 보고서

얀마로 연락 줌 ⇨ 내무부에 신청 ⇨ 미얀마 NGO 확인 ⇨ 등록완료

- 등록비용; 100,000(3년) / 별도로 $4,000
- 계약기간: 3년
- 재계약의 경우 등록비용이 증가할 경우 생기기도 함

◈

U Zaw Myint

- 3년에

1번씩 서류 적 보고 완료해야 하며 MOU 체결기간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한

• 농업용수 설비 관련

재산은 국가에게 환수
(예) 우물의 경우 MOU체결 기간 이후 국가 것이 됨

- 지하수를

파기 전 조사(검사)가 필요함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
작업을 하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을 파자고 먼저 이야기 함.

심층면접 결과 요약

현재까지 검사 결과와 달리 물이 안 나온 적은 없음.

- 물 저수탱크 5,000 들어감(지하수만 가능)

• 뼈뵈지역 담당 교육부 공무원과의 면접결과, IT교육관련 프로그램지원을 희망하고 있
으며 그 이유는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으로

- 비용: 3,500,000 (지붕 있는 형태 18,000,000)

• 지하수 작업 형태

는 학교 내 전 기시설이 없는 것과, 식수(우물)의 부족 문제와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 조사 실시(수량, 얼마만큼 파야 하는지)

비위생적 환경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1포인트 지피도 350,000(깊이)

• 토지통계부의 면접결과,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지만 저수지나 우물을 파고자 한다

- 테스트 250,000(수량)

면 빈땅을 통계부에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 검사결과에 따라 파는 작업만 함. 물맛은 신경 쓰지 않음

났으며, NGO에서 진행할 경우 사용기간이 따로 확정되지 않고 우물을 사용할 때까

- 식수검사: 네피도에 보내서 검사하면 됨

지 사용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부의 농업관련 담당자와 옌나우 농부의 면접결과, 요청하고 싶은 내용으로 저수

• 지하수 작업 비용
- 최근 뼈뵈시 3마일 거리에 작업을 한 경험이 있음

지가 부족하여 우기에만 농사가 가능하므로, 한 마을에 1개씩 저수지가 있으면 좋겠

- 비용: 100m 8,500,000 / 200m 16,000,000 / 300m 26,000,000

다는 의견과 3개 마을에만 식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

- 기계로 300m 작업하는 비용: 파이프 종류에 따라 다름 (파는 비용+파이프비+펌프까지)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기계가 낡아 사용하기 어렵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농
기계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Yan Ag 마을 호수관리자(공무원)와 떠엔차우 저수지 농수로 문 관리 담당자(퇴직공무
원)의

면접결과, 농업용수의 부족과 식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와 호수관

리 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고,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
였다. 또한 농산 물 수매 대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모터교환시기
- 고장이 날 때 교환 (2-5년 정도 사용 가능)
- 관리자와 사용량에 따라 다름
- 비용: 모터 850,000

• 물사용
- 정부,

개인이 지하수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물 값을 받음
1통에 평균 20-25잣 : 마을마다 가격이 다름(마을관리자가 돈을 받고 관리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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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및 정수 관련 컨설팅 보고서

- 기계로 올린 건 건기 때에만 집중적으로 사용,
- 20년까지 사용가능함
- 물 1시간 1,800L 정도 가능
- 기름 1시간 4L 사용(모터)

◈

U Kyaw Htut Aung

• 현상황 안내
- 우물물에서 짠물이 나옴
- 펌프식이 아니고 모터식으로 끌어올리는 우물임.
- 한마을에 130-800가구(한마을 약 200가구)
- 마을 1곳에 1대 설치하고자 함(우물 1개에 정수시스템 1개 설치)

• 정수시스템 설치 시 식수 사용 가능
-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음
- 우물깊이, 수질검사 통해서 기계선정 필요.
- 정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전기가 필요함
- 전기가 없는 경우는 기름 넣는 모터가 필요함
- 수질검사 가능: 1L 필요(비용 10,000)
- 수질검사 후 필터선정 필요

• 정수시스템 종류
1) RO 10000GPD
- 1일 10,000~15,000명 사용가능
- 필터 6개(1년 정도 사용 가능/ 수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깨끗할 경우 씻어 사용 가능
- 비용: 30,000,000 / 필터 1개에 750,000
2) RO 5000GPD
-1
 일 5,000-7,000명 사용가능- 필터 3개- 비용: 23,000,000
3) RO 2000GPD
- 1일 3,000명 사용가능- 비용: 17,000,000
4) chemical bags 사용 (6개)
- 비용: 1개에 30,000~70,000- 교체시기: 6개월~1년 사이/ 매번 교환 필요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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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시스템 설치 필요사항

PART

- 뼈뵈 설치 시 출장비 별도 없음
- 정수시스템 설치 시 건물이 필요함 (예) RO 5000GPD 설치 시 15ft-20ft
- 정수시스템

과정
: 우물 ⇨ 통 ⇨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 ⇨ 필터 ⇨ 통 ⇨ 기계(RO) ⇨ 통 ⇨ 파이
프 연결지남 (통은 별도비용이 존재, 정수시스템 설치시 포함 안됨. 1통에 1,000L/ 비용

[농림수산]

320,000)

아름다운커피

- 필터, 케미칼 교환 시 비용 여부
: 1년 전이면 출장비 없음, 1년 후인 경우 출장비 부담 / 마을 사람들이 배워서 교
환 가능함.

• 기타
- 시골지역에서도

사용함, 전기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름을 넣어 모터 사용
(예) RO 5000GPD 설치시 1시간에 전기 3kw 필요, 모터사용 시 기름 8kw, 3시간 1

갤런 필요
8kw: 500,000~1,000,000 사이, 1갤런: 3,000

642

시행일자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지역

르완다 서부 Kibuye 지구

조사 목적
chapter 01

2016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르완다 공정무역 협동조합 대상 파트너십 사업 발굴을 위한 현황 및 필요조사

• 본 단체는 공정무역 재단법인으로 한국에서 2002년 처음으로 공정무역을 시작하
였으며, 커피 등의 식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공정무역 상품으로 비즈니스를 수행
기본정보
단체명

단체현황

해 왔음. 이후 2006년부터 네팔 커피협동조합의 커피를 공정무역 비즈니스 거래를
작성자

아름다운커피
현지 지부

있음

없음

NGO 등록

있음

없음

2년 이상

KOICA 협력사업 수행

사업 분야
조사 목적

적용하여 국내에 ‘히말라야의 선물’ 브랜드 상품을 론칭, 10년 째 꾸준히 대표 상품

김다영

2년미만 혹은 없음

농어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s)

코드번호

31194

르완다

를 시작으로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후 공정무역 단체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와 커피 비즈니스 단체로서의 전문성 확
보를 위한 커피 품질의 잠재성이 뛰어난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발굴에 대한 수요가
내부적으로 대두되고,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고품질 신규 상품에의 소비자 요구가
증대된 상황에 있음.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우수 커피 생산국가인 르완다의 신규
커피 및 공정무역 거래를 위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필요를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 현황 분석 및 운영 및 비즈니스 역량 분석

국 가

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네팔 커피 생산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조사

지 역

탐색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조사를 수행하였음.

서부 Kibuye 지구

조합의 생산 역량과 거래 기반 파트너십 가능성 탐색

대상 국가 및 지역
*Western Province Karongi, Nyamasheke, rutshiro district

전체 조사 기간

2016년 8월 17일(수) ~ 10월 15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9월 29일 ~ 10월 14일 (총 16 일)

조사기간

• 공정무역은 장기간 거래와 투명한 거래, 공정무역 기준(환경, 사회적 기준)의 준용
여부, 또한 지속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위한 생산역량 및 조합 운영역량에 대한 파
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커피 샘플이나 간단한 무역
645

정보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실제 조사가 필요하여 동 현장조사를 진행
하게 되었음.

조사 결과

• 동 지역 조사를 통해 본 단체는 1) 협동조합의 위치, 조합원수, 협동조합 운영 현황

chapter 02

및 커피 생산 산업 운영 역량에 대한 기초 조사, 2) 커피의 수매 및 가공 체계, 가공
에서 조합의 역할과 공정무역 원칙 준용 여부 및 투명성 점검, 그리고 3) 커피 협동
조합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개발의 효과 증진을 위한 필요 요소에 대한 조사 및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assessment)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또한 이러한 1),2),3)
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정무역 파트너로서 장기 거래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인 4) 거래 가능성에 대한 공정무역 비즈니스의 가능성도 파악하고자 조사를
진행하였음.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가능성 탐색 및 설계

•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무역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을 탐색하고, 이에 더해 르완다

01 일정별 조사 활동 -------------------------------------------------------상기의 목적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현지조사에서 진행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음.

커피협동조합의 커피 비즈니스 잠재성을 발굴하고 그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기간

있는 협력사업의 설계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였음.

활동 내역 약술

• 실제 커피의 품질이 우수하고, 커피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좋은

08월 25일

현지조사방법 교육, 농업사례청취

르완다는 그간 본 단체가 네팔에서 수행한 협력사업을 넘어 본 단체의 커피 비즈니

08월 29일

현지조사 논의 및 국내조사 착수

스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이에 더하여 상기 개발

09월 05일

르완다 자료 확인, PMC 개괄, 일정 확인, 미팅 전문가 확정, 커핑 준비

협력 파트너십 뿐 아니라 해당 조합의 규모와 비즈니스 프로파일, 생산 커피의 품

09월 06일

르완다 및 커피 산지, 아름다운커피 사업 자문

09월 09일

현지조사방법 교육, 조사사례청취

09월 12일

조사자료 브리핑, 출장 미팅 전문가 확정, 브룬디 검토, 상품화 논의

09월 19일

미팅 일정, 조사내용 공유, 르완다 조합 이슈, 출장 미팅 점검, 질문지 작성

09월 23일

르완다 커피샘플 커핑(한장섭 대표)

질과 상품성 등 비즈니스 거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본 조사의 또 하나의 목표
로 하였으며, 이러한 무역 및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내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지 탐색하고, 향후 본 단체와 새로운 생산자 조합으로서 장
기 비즈니스 파트너십 관계를 설계하고자 노력하였음.

09월 29일

SNV 커뮤니케이션 공유, 우간다 검토, 커핑 결과 검토, 질문 확인, 향후 사업 가능 방향
성 논의

09월 30일

한국 출발 및 입국(터키 이스탄불 경유)

10월 01일

도착휴식,일정어레인지,버본커피카페방문,라즈만나방문

10월 02일

버본 커피 타지점 방문

10월 03일

SNV르완다 방문 NAEB 방문조사 Café Neo 방문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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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4일

현장방문 준비 키부지역 필드방문 출발

10월 05일

COOCAMU COOP 미팅조사 CWS방문 현장실사 농가 방문 및 인터뷰

•KOICA 르완다 농촌사업(새마을) 형성조사 보고서

10월 06일

CWS방문 조합미팅(FGI) 농가 방문 및 인터뷰

•르완다 유기농산물 관련 문서

10월 07일

SNV 디브리핑 KOICA 방문 NAEB 방문 TWIN 미팅

10월 08일

휴식 및 중간 정리

10월 09일

근처시장조사 ABANGAKURUSHWA 조합 미팅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 유기농산물: 수출, 환경 보호, 빈곤 퇴치의 기회(기사)
- 비유기, 유기농법에 대한 농부들의 조언(기사)
- 동아프리카 유기농법 개관

10월 10일

스타벅스 미팅 GISAGARA 방문

10월 11일

CDG CWS 방문 농가방문

•마케팅 관련 자료

1

문헌조사

- BCG 매트릭스 적용한 2005-2008 커피수출마케팅 분석
- 마라바 커피 자료
- 국내 르완다 커피 상품 현황 및 르완다 현지 커피 브랜드 자료 조사

2016.08.18
~ 2016.09.29

- 넥스트

아프리카: 뜨겁게 부상하는 기회의 대륙, 왜 지금 아프리카에 주
목해야 하는가
- OCIR-Kinunu & Maraba 로스팅 공장자료

10월 12일

CDG 미팅 MISOZI 인터뷰 공항출발

10월 14일

한국 입국(터키 이스탄불 경유)

- Bourbon

커피 자료 & 르완다 커피 품질 관련 기사 및 기타 르완다 커
피 자료 다수
•COE 커피 및 SCAA 자료
•테라로사 카페 이윤선 공동대표 인터뷰
- 르완다 커피 비즈니스 현황 및 자문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당초 조사계획에서는 참여적 워크샵,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카페투어 한장섭 대표 선샘플 커핑 결과 자문

2

전문가

•메쉬커피 대표 커핑 후샘플 커핑 결과 자문

2016.09.

인터뷰

•KOICA 르완다 사무소 농업전문관(홍범희)

~ 2016.10

- 르완다 커피 농업 관련 자문

다양한 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진행한 협력 단체와 논의 후, 조사 단

•르완다 스타벅스 권역매니저(Julianne)

계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기획보다는 현재의 현황파악과 향후 사업기획을 위한 이

- 르완다 커피 비즈니스 및 품질관리 현황
•SNV 농업사업팀 사업 관련 회의

슈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조사 방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음.

- 르완다 커피 비즈니스 및 SNV 사업 현황

• 르완다 국가에 본 기관이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입장으로 기존 본 기관의 사업
장인 아시아 지역과 다른 맥락과 문화, 커피 비즈니스 환경의 영향으로 지역과 비

•COOCAMU 커피협동조합 집행위원회 회의

3

FGD

즈니스 현황에 대한 배움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인터뷰와 초점

- 조합 현황, 생산량, 필요 및 전망 등
•KARORA 커피협동조합 집행위원회 회의

2016.09.29
~ 2016.10.16

- 조합 현황, 생산량, 필요 및 전망 등

그룹디스커션 등을 통해 현황파악과 이슈 분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음. 또한 커

•MISOZI COMPANY 관계자 회의
-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 마케팅 현황 및 전망 등

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커피 가공시설 탐방 및 실사 조사를

•COOCAMU 커피협동조합 워싱스테이션 방문 실사

주로 진행하였음.

- 조합 가공시설 및 관리상태

• 본 조사를 위해 활용한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KARORA 커피협동조합 워싱스테이션 방문 실사
- 조합 가공시설 및 관리상태

4

현장 실사

•Gorila Coffee 가공시설 방문
•CDG 커피 워싱스테이션 및 농가 생산농장 방문 실사

2016.09.29
~ 2016.10.16

•NAEB(르완다 수출입관리위원회) 수출입관리 시설 및 품질관리 시설
실사 방문
•Bourbon Coffee / Neo Cafe 등 카페 및 로스터리 현황 실사 조사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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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국가가 커피 보드 관

•COOCAMU 커피협동조합 농부

리, 수출 진흥 지원 등) 이러한 배경으로 커피산업이 상당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미국

- 조합과의 관계 및 수혜 사례와 어려움 사례
•KARORA 커피협동조합 농부

5

개인
인터뷰

- 조합과의 관계 및 수혜 사례와 어려움 사례
•ABANGAKURUSHWA 협동조합 매니저 인터뷰

2016.09.29
~ 2016.10.16

- 협동조합 커피 생산 현황 및 판매 현황 청취
•CDG 수매 농가 인터뷰
- CDG 거래 현황 및 농부 사례 등 청취

을 위시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커피 비즈니스가 대규모 산업화되기 시작하였고,
정작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 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
함(고리대 비즈니스, Coffee Washing Station 발달 등) 커피 생산 농부들이 자립하기 어
려운 구조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수출작물인 커피에 대한 의지와 지원은 강하지만 대다수 이미 산업화 되어
있어 대량 수매 기업들이 고리대 선급금 지급하여 파치먼트를 구매하는 현황임. 그

03 조사 결과 분석 ----------------------------------------------------------1) 르완다 커피산업 현황

• 1994년 제노사이드 내전 이후 많은 국제 NGO등이 르완다의 재건을 위해 지원했

러나 유기농은 그간 정부가 생산량 향상 위해 오랜 기간 농약 배포, 유기농법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필
요성 등은 인지하지만 정부, 농부 모두 생산성 포기 못하는 환경 때문으로 판단됨.

2)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 현황

고, 커피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및 투자하여 생산 및 투자에 많은 발전을 이
루었음. 유럽(스위스 등), 미국 등이 주요 바이어이며 제노사이드 이후 SPREAD 등

• 르완다에는 Dsitrict 별로 커피 협동조합 Union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Union 단위

의 프로그램으로 커피 개발에 많이 참여한 미국의 역할이 크며 주요 바이어임. 이

아래 생산자 그룹인 Cooperative가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네팔과 같이 District 별

들 거의 RTC, Rwacoff 등 수매기업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됨(이들은 조합 농부

Union이 지역 내 모든 Cooperative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구조는 아니며, 상위 기관

에 25% 이율 대출로 전량 구매하고 있음)

협동조합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각 Cooperative가 Union과 관계
없이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 혹은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추할 수 있음.
다음은 SNV가 관리하는 25개 커피 협동조합(Coopeartive)의 지역 지도임.

◎◎<르완다 커피 산업 현황>

• 그러나 르완다 커피 산업의 규모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커피대국
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반면 고품질 커피로 COE 시스템 보유하고 있으며, 국
650

◎◎<르완다 SNV 관리 커피협동조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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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현지 협력 기관인 SNV의 경우 르완다 내 25개 커피 조합 대상 프로그

◎◎<SNV 추천 조합 조사 결과>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커피 업계 주요한 player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IFAD-

- SNV가 추천한 두 커피 협동조합은 SNV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정무역 기준에 따르고
있고, FLO cert를 보유하는 등 공정무역 단체인 본 기관의 비즈니스 마케팅에 매력적인 부분이

FAO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단체로는 Techno-serve 등이

있음.

있음.

- 두 조합 다 규모도 많이 크지 않고, 워싱스테이션을 스스로 설립하는 등 르완다에서 찾기 힘든 의
지와 헌신성을 두 조합이 보여주고 있음. 조합의 스토리도 좋을 것 같음. 각 조합 모두 생두 생산
량이 우간다 구무띤도(Gumutindo) 등과 같이 너무 크지 않아 아름다운커피의 파트너로도 적

3) SNV Rwanda의 COOCAMU, KARORA 두 조합 방문 결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점
조사 결과

• 본 기관은 SNV의 조사 협조로 서부 Kivu 호수 지역의 COOCAMU, KARORA

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로는 우간다 구무띤도 조합이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으로, 르완다에서 우간다 대체 생두가
반드시 필요하며, 꼭 한 곳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share의 방법으로 르완다 내 생산지역을 다양

을 진행하였음. SNV르완다는 본 기관이 공정무역으로 장기파트너가 되어주길 기

화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특히 커핑 점수가 높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스페셜티 급으
로 소량 싱글 라인 론칭 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대하고 있으며, 향후 KOICA 등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음.

- 샘플(COOCAMU, KARORA) 수취 후, 한국에서 품질 테스트 재시행 필요

• 두 조합 모두 워싱스테이션을 멤버들이 스스로 만들고,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든 것

- 아커피는 샘플 중에 르완다 커피 구매를 위해 하나의 샘플을 선택
- 장기적 관점에서, 아커는 두 협동조합과 거래를 검토할 수 있음. 한 협동조합은 프리미엄 커머셜

으로 확인되었고, 조합을 통한 커피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와 헌신도가 강한 특징이
RTC 르완다 커피 무역회사와 같은 내수 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소량을 구매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이미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MISOZI를 통해 샘플 확보하여 한국에서 테스트하여 품질 더블 체크한 후 구매 검토 가능

두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실사하고 조합원들과 인터뷰,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등

있음. 조합 규모는 각각 345명/105명 정도로 소규모이며, 커피 파치먼트를 생산해

당한 규모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한 컨테이너 정도의 생산량에서 품질을 a,b,c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품질에 따라

수준으로,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은 스페셜티 수준으로.

향후 예상
시나리오

• RTC와 같은 르완다 내 커피 회사들은 조합에 선급금을 제공하지만, 낮은 가격과,

- 모든 결정은 이번 현지조사 이후 한국에서 아커 운영진과 논의 후 결정 예정.
-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SNV가 추천한 조합 중 하나와 내년 계약을 추진하면, 내년부터
해당 협동조합을 위해 지원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첫해 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며, 작은 규모 예
산부터 시작해서 이후 증대될 수 있음.
- 그리고 이 지원은 선택적이고 추가적인 것임. 모든 결정은 아커의 구매 결정 이후 결정 될 것임.

은행이자에 5%를 추가한 전전대식으로 선급금을 대출하여 조합과 농부들에게 매

- 이후, 아커는 SNV 역시 아커와의 협력에 긍정적일 경우, SNV에 협동조합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활동에 대해 문의함.

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합은 선급금을 지불해줄 수 있는 공정
무역과 같은 장기거래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조합을 지키
고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COOCAMU는 공정무역 인증인 FLO cert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정무역 거래처

상기 내용을 두 조합의 비교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
는 협력기관 SNV에 디브리핑하고 현지조사의 결과를 환류하고자 하였음.

(buyer)가 없어 FLO cert 유지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임에도, 유지하고 바이어

를 찾고자 애쓰고 있음. KARORA는 FLO cert 미보유하고 있으나, COOCAMU
와 같이 장기거래 파트너를 찾길 원하며, 똑같이 RTC에 전량 판매하고 있는 상황

◎◎<표 SNV 르완다 추천 커피협동조합 방문 후 비교결과>
조합명

임. COOCAMU는 Twin과도 관계가 있으며, Twin이 진행한 커핑 테스트에서 81

• 상기와 같이 SNV가 추천한 두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조사의 대략적인 결과
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를 본 기관의 비즈니스 관점과 거래 파트너십을 위한 향
후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시나리오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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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의견

샘플

•수자원 확보

점을 획득하였고, KARORA는 Twin 아닌 다른 르완다 수매 업체에서 커핑 테스트
결과 84~86점을 획득함.

강점

•마케팅 포인트

쿠카무
(COOCAMU)

•배송환경(교통)

- 수려한 자연환경

•토지 문제(소유권)

- 협동조합 스토리

•부채

•안정적인 생산 역량
•조합운영(조직화 상태)
•FLO 인증

•품질(커핑 테스트
81.79)

•유기인증, 품질개선
의 높은 잠재성
•FLO 인증 보유, 아
름다운커피 비즈니
스에 좋은 포인트

SNV 보유,
출국 전
전달 받음

•토지 문제 개선 필요

•TWIN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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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환경(교통)
•조합 규모(아커와 관계형
성에 적합)
•마케팅 포인트

카로라
(KARORA)

- 품질(커핑 테스트
84~86점, 재확인필요)
- 강한 의지
•재정 상황(안정적)
•등록(소유)

•마케팅 프로모션
포인트 빈약 (스토
리, 자연환경, 사진
등.)
•FLO 인증 미보유,
TWIN과 관계 연
혁 없음

•작은 조합 규모로 생
산성과 안정성에 대
한 우려가 있음
•스페셜티 커피의 가
능성이 있음

샘플 확보
불가

•조합 운영역량 강화
요구됨

•강한 기술 역량(품질관리)

4) Cafe De Gisagara(CDG) 방문 및 조사 결과

◎◎<Cafe De Gisagara Washing Station 가공시설 관리 현장>

•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CDG와 본 기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탐색하고자 가공공
장 실사 및 CDG의 비즈니스 현황 및 어려움을 청취하였고, 향후 협업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CDG는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대신 커피 열매
수매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아 수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따라 커피 생산자 조직화 경험을 보유한 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 역량강화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교차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5)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산업 현황
◎◎<Cafe de Gisagara 프로파일>

• 르완다 내 공정무역의 현황은 본 기관의 공정무역 협력단체인 Twin의 르완다 지부
• CDG는 굿네이버스가 출자하여 르완다 현지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커피 가

를 방문하고 미팅하여 조사하였음. TWIN의 경우 Regional officer 2명 정도를 르

공공장으로 운용되고 있음. 르완다 남부 Gisagara District에 설립하였으며, 커피 소

완다에 배치하고 있으며, 르완다 지부는 동아프리카 지역 리아종 오피스 역할만 담

농 및 커피 생산자 조합 등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커피 열매를 수매하여 워싱스테이

당하고 있음. 인터뷰를 통해 르완다의 공정무역은 북부 및 서부지역의 품질이 좋은

션에서 직접 가공하여 한국 및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르완다에서 생산한 공정무역 커피는 주로

• 본 기관은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으로 지난 3월 CDG를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후 샘플을 획득 소량 구매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CDG는 워싱스테이션을

• 단,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등 커피 비즈니스 규모가 훨씬 큰 국가에 비해 공정무

직접관리하고,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역 비즈니스의 규모는 작은 편이며, 현재 르완다 내 커피 비즈니스 자체가 국내 대

동 현지조사 사전 샘플 커핑 테스트에서도 높은 품질로 평가받았음.

기업 수매회사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체 커피 소농과 생산자에게 불리한 구조
로 발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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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 조사 전 지역 커피 샘플 분석 결과

• 현지 조사 이전 르완다 커피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미리 수취한 샘플로 커핑 테스

04 변화의 영역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지향(선급금)

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르완다 커피 비즈니스는 Rwanda Trade Company(RTC)와 그 산하 회사인
•평가내용

르완다 – MUGANZA(CDG 수매 조합)
전체 커피 중에 가장 좋은 맛. 동아프리카 특유의 산미가 잘 살아나 있으며 바디감도 훌륭함. 맛의 중반부와 후반
부까지 이어지는 여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크게 감지되지 않음(지속성 좋음). 스페셜티 급으로 볼 수 있으며
SCAA 기준 82~83점 정도 줄 수 있음. 아름다운커피가 본 제품을 수입한다면, 커피투어도 구매를 검토할 의사
있음

르완다 – SOUTH BLENDED(CDG 블렌딩 샘플)

RWACOFF 등이 대다수의 파치먼트를 수매하여 가공 후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
해 르완다 내수 시장도 활발하며, 국외로의 수출을 위한 관리도 잘 진행되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커피 소농이나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RTC와 같은 기업들이
대다수의 파치먼트를 구매하여 독과점의 형태가 유지되고 볼 수 있음. 이 시스템의
문제는, 협동조합의 경우, 농부로부터 커피 체리(열매) 수매를 위해 선금급의 자금

상급의 커피로 볼 수는 없으나, 르완다의 산뜻한 특징은 잘 나타내고 있으며 바디감도 균형감있게 형성되어있

이 필요한 것에서부터 시작됨. 규모가 매우 큰 협동조합 외의 작은 조합이나 소농

음. 컵마다의 편차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마이크로랏 제품에서 1차로 선별된 것을 모아놓은 블랜딩 샘플이

들의 일반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으로 체리를 수매할 때 자금이 필요하여 공

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SCAA 기준 80점 정도 줄 수 있음

르완다 – ABAKUNDAKAWA
커핑 초반, 감귤류 계열의 화려한 향미로 기대감을 주었으나, 중반이 지나며 급격하게 맛의 경향성이 떨어지며
초반의 맛을 잃어버림. 지속성이 아쉬운 커피로 뜨거운 커피에는 어울릴 수 있겠으나 아이스 음료에는 적절하지
않은 생두임. 겨울 메뉴용 블랜딩 시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브룬디 – PROCASTA
스타벅스가 커핑하기에는 다소 강배전된 경향성이 있어 1g 정도를 적게 넣고 커핑을 진행함. 스타벅스가 커피
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품임. 베리류의 향이 다채롭게 나타남. 르완다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나 맛
이 이렇게 다채로운 것을 보면 강배전을 위주로 하는 스타벅스에서 로스팅 포인트를 잘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페루 – COCLA
페루 특유의 너티하고 초콜릿티한 맛이 잘 살아있는 생두임. 바디가 묵직하고 맛의 무게중심이 다른 커피에 비
해 낮게 감지됨. 산미의 톤은 낮으며, 이러한 경향성으로 블랜딩시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 판단됨

◎◎<사진: 르완다 지역조사 전 지역 샘플 커핑 테스트 >

정무역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르완다에서 RTC
와 같은 국내 수매 회사가 독과점 형태로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의 대다수 파치먼트
를 구매하며, 높은 이자로 선급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과 소농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르완다의 은행 예금 및 대출이자는 18% 정도인데, RTC 계열의 커피 수매회
사의 경우, 선급금을 빌려주며 은행이자에 5% 이상의 수수료를 붙여 실제 25%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들이 연합
하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수매회사인 RTC 계열에서 선급금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는 커피 농부들의 협동조합이 일반 은행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짐.

•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거래파트너를 찾고, 수매를 위한
선급금을 RTC 계열의 르완다 수매 회사보다 저렴한 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다면, 지금의 소농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실제로 방문했
던 COOCAMU 및 KARORA 조합의 경우, 소수이지만 자립의 의지가 높은 조합
원들이 스스로 출자하여 커피를 가공하는 워싱스테이션을 직접 건축하였고, 품질
의 잠재성도 높으므로 자금의 융통성이 높아진다면, 조합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
영할 수 있기 까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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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역량강화

• 르완다 내 비즈니스를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ABAKUNDAKAWA
및 KOPAKAMA 등의 커피협동조합들은 8개의 주요 단체들이 모여 공정무역 마

• COOCAMU 및 KARORA 두 조합 다 커피 열매 체리를 수매하여 커피 워싱스테

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미소지(MISOZI) 마케팅 컴패니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션에서 파치먼트로 가공하는 1차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두 조합 모두 설

미소지 컴퍼니는 공정무역 바이어들을 찾고, 샘플 배송과 프로모션, 그리고 르완다

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조합의 형태로 보이며, 설립 이후 어려운 비즈니스 환

내 협동조합 농부들을 대상으로 품질훈련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실제 아름

경으로 인해 조합원 이탈 등을 경험하고 지금은 소수의 의지가 높은 조합원들이 남

다운커피도 이 단체를 추천받아 르완다 내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을 찾을 수 있었

아 운영하고 있는 구조임. 이러한 이유에 따라 조합의 운영 역량이 미흡한 부분 많

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 관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으며, 재정상태 역시 부채가 남아 있거나, 최근에 부채를 해결하는 등 비즈니스 기

• 이러한 미소니 컴퍼니와 같이 르완다 커피의 공정무역 판로를 찾고, 프로모션 할

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관의 역량이 공정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는 커피 협동조

• COOCAMU 조합의 경우, 커피 워싱스테이션 건물이 조합의 소유로 행정적으로

합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커피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협

등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리의 미숙함이 나타났음. 또한, 두 조합 모두 마이크로

동조합의 경우, 생산과 품질 가공 관리,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정당한 소득분배와

크레딧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협동조합을 통한 커피 농부들의 혜택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컴패니가 협동

남. KARORA 조합의 경우, 아직 워싱스테이션 건축에 대한 부채가 남아 있는 상

조합에 필요한 바이어를 찾아주고 컨설팅 하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면 각각의 분

황이며, 협동조합 사무실을 보유하지 못해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문서 작성과 보관

야에서 개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 부분에 취약한 점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음.

•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SNV가 협동조합 운영훈련, 재정관리 훈련 등을

4) 유기 및 인증 획득 가능성

시행하고 있으나, SNV가 관리하는 르완다 전체 25개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금 더 밀착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임. 재정관리와 비

• 르완다는 작은 국토 면적과 대학살 이후 국가 정상화 및 성장을 위해 1차 산업인

즈니스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 행정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의지가 높은 조

농업에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해 왔음. 대학살의 비극 이후 2000년도에 르

합원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면, 르

완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개발계획에서 농업 부가가지 증대를

완다 내 다른 모범이 되는 규모가 큰 커피 협동조합들 처럼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

위한 개발계획으로 전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고

영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려되고 있는 것이 유기농법 장려 및 유기 인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임.

• 그러나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탄자니아 등 국토 면적이 넓고, 비즈니스 경험이
3) 공정무역 커피 마케팅 역량 강화

더 풍부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유기농법과 유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
려운 조건에 처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르완다 내의 커피협동조합들이 커피 비즈니스를 위한 선급금이 부족한 상황은 선
급금을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맺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따르는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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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약사용으로 토지 황폐화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

대학살 이후 경제적 성장을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개발계획의 하나의 축으로 설

들과 장기적으로 기존 RTC 계열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선급금을 보장해 줄

정하여, 국가에서 무상으로 장기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제공하여 국가 농토 전반적

수 있는 공정무역 혹은 그와 유사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을 하나의 과

으로 토지 황폐화가 발생하였음. 이미 토양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높은 생산

제로 볼 수 있음.

을 오랫동안 진행하여, 이를 거스르는 유기농법으로 전향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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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고 유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토

법을 도입할 경우 생산성이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로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양 내 화학성분 검출이 없어야 하고, 유기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도입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임. 실제로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 중 규모가 큰 두

러한 조건들이 이전의 생산성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세 곳 정도만 유기인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농부들 사이의 인식변화가 필

지지 못하고 있음.

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상기의 국가 정책적 시스템의 지원과, 인식변
화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유기인증 및 유기농법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2) 유기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의 빈약

으로 보임.

유기 농법을 도입하고 생산된 생산물은 이전의 화학 비료와 농약을 기반으로 생산

• 상기의 어려운 조건을 각각 상쇄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지원환경이 없을 경우, 개

된 농산물과 품질과 성질이 다르므로 유기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함

별 조합에 유기인증과 유기농법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농

께 병행되어야 함. 인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지원, 그리

법을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유기인증 보다 더 손쉬운 인증을 먼저 도입하여 인증의

고 유기 인증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판로 개척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혜택을 더 손쉽게 보여주고, 국가적 시스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여유

추진되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르완다 현재 정부의 정책과 국가 시스템이 유

를 가지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기 시장을 확대하기에 어려운 현황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환경 친화적 농법에 대한 인지제고를 할 수 있고, 인증 획득이 유기인증
01

보다 손쉬운 열대우림인증(Rain forest Alliance)
(3) 유기농법 및 유기인증의 혜택에 대한 농부들의 인지부족

02

혹은 UTG 와 같은 인증 도입을

먼저 시작하여, 농부들에게 친환경 농법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
의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유기농법으로의 전환과 유기인증 도입을 위
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주목 분야
1. 가치사슬에 기반 한 소득증대 및 조합 자립역량 강화

• 동 조사를 통해 확인한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을 위해 주목할 분야는 소득증대와 협
동조합의 자립역량 강화임. 특히, 커피라는 르완다 고품질의 상업 작물의 가치사슬
에 기반 한 1)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인증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의 부분
과, 1차 생산조합인 협동조합이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에 대
◎◎<CDG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유기비료 WARM JUICE>
01 열대우림인증(Rainforest Alliance Certified™)은 식품과 음료를 중심으로 레스토랑, 수퍼마켓, 항공기, 열차와 호텔 등에서 확

그간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통한 재배 방식에서 유기 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농업을 수행하는 농부들의 의지와 인식이 매우 중요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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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이 인증의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이 안전한 조건과 야생과 수로를 보호하는 지속가능농업네
트워크(Sustainable Agriculture Network's, SAN)의 기준을 따르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포괄적인 농
장 운영 기준과 추적 가능한 체계는 인증된 물질과 상품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야생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잘 관리된 농장이나 농장
그룹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출처: http://www.rain forest-alliance.org/business/agriculture/certification)

유기농법으로 전환한 이후 명확한 혜택이 제시되고 가시화 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02 UTZ 인증은 소비자가 이 상품이 농장에서 샵까지 지속가능한 태도에서 조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 있는 반면, 그간 유기인증 및 유기농법의 혜택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고, 유기농

UTZ 공급자는 우리의 더 나은 농법과 농장법, 노동조건과 자연을 아끼는 전문적인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더 나은 생산
성과 더 나은 환경과 모두에게 더 나은 인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출처: https://www .utz.org/what-we-offer/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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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2) 협동조합 스스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
요함. 이 중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1) 장기 거래 파트너
확보, 2) 품질강화 및 인증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그리고 3）비즈니스 효과를
위한 협동조합 조직역량 강화로 들 수 있음.
1) 장기 거래 파트너 확보

• 상기에서 언급한 커피 열매 수매를 위한 선급금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운영에 중
요한 문제임. 따라서 현재의 RTC 계열 르완다 커피 수매 회사들의 높은 이자율의
선급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선급금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공정무역은 장기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통상적으로 불가피한 이슈 없이는 최소 3
년 정도의 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구매 단체가 선급금 지급이나 선급금에
대한 이율 지급을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커피를 수매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CDG에서 관리 중인 커피 가공 머신>

하고 있음. 이에 공정무역 거래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COOCAMU 및
KARORA 커피협동조합이 공정무역 거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스페셜티 커피나 CoE 커피로 판매될 경우, 그 부가가치가 일반 프리미엄, 커
머셜 커피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검증된 테스트로 80점대 이상의 결과가 도

• 아름다운커피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획득한 샘플을 국내에서 다시 테스트 하여 아

출될 경우, 품질 강화가 더 용이할 수 있음. 따라서 이후 현지에서 실행되는 테스트

름다운커피 비즈니스에 적합한 결과를 확인할 경우,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을 신규

뿐 아니라 소비국가 및 바이어들이 진행하는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거래파트너로 검토할 수 있음. 거래가 확정되면 이후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하여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품질제고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그에 필요한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현재의 선급금 부담을 보완하여 협동조합이 안

일 것으로 판단됨.

정적으로 커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커피 가공의 역사와 인프라 조건이 빈약한 네팔 등의 아시아 신생국과 달리 동아프
리카 국가인 르완다에서의 커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효율

2) 품질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COOCAMU와 KAORA 협동조합의 생두는 이전에 시

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품질 제고와 품질 관리를 위한 지원이 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행한 커핑 테스트에서 각각 81점, 84~86점을 획득한 것으로 보임. 커핑 테스트 결
과로 80점대 초반은 스페셜티 커피, 85점 이상은 COE(Cup of Excellence)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두 조합의 생두 모두 고품질로 잠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3)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두 협동조합의 경우, 르완다 내의 다른 공정무역 거래 커피
협동조합보다 조합의 역사가 짧고, 그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르완다
에도 국가법으로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협동조합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
한 국가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조사한 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역량에서 판단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부채와 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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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 등과 거래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를 위해 협동조합 자체가 재정관리, 운영 부분에서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두 조합 모두 조합원들의 의지와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조합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훈련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과 비즈니스 수행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공정무역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개척
상기에서 설명한 협동조합의 역량강화와 품질제고의 노력이 소농과 조합원의 소
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필수적임. 특히 앞부분에 제시한 선급금
의 부담을 줄이는 장기적 거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비즈니스의 확산
과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 마케팅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협동조합이 당장에 스
스로 고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MISOZI와 같은 마케팅을 전담으로 수
행할 수 있는 회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이 판로를 개척할 가능성을 높일 수

◎◎<MISOZI 사무실에 쌓여있는 커피 샘플>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MISOZI와 같은 공정무역 마케팅 회

• 장기적이고 선급금 지원 등 호혜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정무역 소비자와 같

사를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들이 판로개척을 위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은 거래처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조합 농부들의 생산, 품질 관리를 위한 자문까지

1)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역량강화와, 2)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플랫폼 비즈니스 수

척을 중심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행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 및 마케팅 역량강화 등 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의 형태
가 필요함. MISOZI 컴퍼니와 같은 프로모션 회사의 기능이 확대되어 이들이 설립

1)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강화

•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MISOZI 컴퍼니의 역할은 투자자인 8개 커피협동조합의 상
품을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하고, 공정무역 커피 바이어를 찾는 판로 개척과, 조합

주주인 8개 조합 이외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조합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
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에도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생산한 커피의 부가가치 제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이었음.
특히 공정무역 바이어를 찾기 위해 MISOZI 컴퍼니도 필요한 FLO 인증을 획득하
여 바이어에게 신용을 얻고 있었음.

2)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개척

• 상기에 언급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확산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공정
무역 바이어를 실제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의 강화임. 실제 마케
팅 업무를 담당하는 MISOZI 직원은 1명으로 전 세계 공정무역 커피 바이어를 찾
고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에 진행
된 일본 SCAJ 프로모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SCAA나 COE 등에 프로모션하기 위해서는 참가비용이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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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금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황임.

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MISOZI 컴퍼니에 인적자원 투입, 혹은 전문 트레이닝,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 혹은 임팩트 투자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면,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의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협동조합 운영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

•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COOCAMU, KARORA 두 협동조합은 2010 년 처음 설
립되었고, COOCAMU 조합은 2014년 FLO 인증을 획득하였음. 그러나 공정무역
바이어를 만나지 못해 FLO 인증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으로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고 오히려 RTC에 커피 파치먼트 전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대출 및 이자
를 납부하고 있음.

르완다 커피 비즈니스 현황과 커피 협동조합 조사를 통해 커피 소농의 비즈니스 단체

• 설립 당시 38명의 조합원이 주도하여 커피열매의 가공을 위한 커피 워싱스테이션

인 커피 협동조합과 커피 농부인 조합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나아가 르완다 커피 소농

을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였고,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임. 소수의 조

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플랫폼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구체적인

합원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커피 워싱스테이션 건축에 큰 기여를 하

현지수요와 상황은 다음과 같음.

였으나, 부채 등의 문제로 조합원 수가 확대되지는 못하였고, 소수의 헌신적인 조
합원들 중심으로 힘이 집중되어 조합원 모두 동등한 역할을 통한 협동조합 거버넌

1. 마케팅 플랫폼 역할 강화 지원

스를 이루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를 위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

•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MISOZI 컴퍼니의 경우,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의 마케팅

팅, 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SNV가 르완다 전국적으로 25개 협동조합을 대상

프로모션을 대행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 인적 물적 자원이 마케팅 플랫폼으로

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훈련 외의 기회가 부족한 상태임. 또한 KARORA 조

효과적인 역할을 진행하기에 미흡한 상황임.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중 규모가 크고

합은 조합원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고용된 근로자

공정무역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8개 커피 협동조합이 출자하여 MISOZI 컴퍼니를

가 없이 자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설립하였고, 주주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농 생산자들의 연합체인 성격을 생각

• 이에 따라 두 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기초 훈련과, 부채

할 때, 커피 협동조합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기 출자하여 설립한 마케팅 컴퍼니

상환 및 소유 부지 정부 등록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

에 대해 전폭적인 투자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과 같은 공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8개 커피 협동조합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표 1인,
품질관리자 1인 및 회계 1인으로 총 3인의 현지인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8개
조합의 다양한 필요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조합의 사무실 역시 르

• 커피 협동조합의 역량강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합이 커피 체리를 수매하는 방식

완다 정부기관인 NAEB의 지원으로 최소화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인데, 이는 수매를 위한 단위 조직화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임. 더욱이 수매를 위한

그에 반해 컴퍼니가 하는 역할은 생산관리부터 품질관리, 마케팅 프로모션, 무역

조직화는곧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조직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자 협동조

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합의 역량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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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를 통한 수매망 관리 역량 강화

• 현재 조사한 COOCAMU 헙동조합과 KARORA 협동조합, 그리고 CDG의 생산

• 설립된 마케팅 컴퍼니를 8개 협동조합 외의 외부에서 추가 투자, 지원 등을 확보할

자들은 수매를 위한 조직화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 워싱스테이션 중심으로 생산자

수 있다면, 협동조합을 위한 프로모션 역량강화, 인적자원 확보 및 훈련, 품질 컨설

가 커피 체리를 배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매 비용을 줄이고 품질 제고를 위

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한 생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수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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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조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 조합 내에 수매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수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며,
생산 과정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 품질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렇게 조직

1. 협동조합 프로파일

화된 수매 구조는 추적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인증 획득에 중요한

1) ABANGAKURUSHWA03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장기적 파트너 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회 창출

• COOCAMU 및 KARORA 조합은 모두 RTC 및 RTC 계열의 RWACOFF와 계약

배경 및 정보
NYAMASHEKE(냐마쉐케)군

주요한 도전과제

우선순위 활동

조직에 새로운 멤버들이 가입, 헌신

협동조합 거버넌스 및 운영교육

적이고 역동적임.

행정 및 재정 절차 확립

서비스 공급업체인 KCC,
DORMANS와 오랜시간 협력, 워싱

금융 접근에 대한 장애물은 이제 해

2017년도 사업계획 개발을 위한

스테이션(CWS) 하나를 매각한 이

결되었으며, 이번 커피 시즌에 협동

조합 지원

후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

조합은 URWEGO Opportunity

그들은 SP에 대한 체납을 지불하기

Bank와 협력하였으며, 시간을 가지

금융기관, 부르봉 커피와 함께 협력

위해 해당 워싱스테이션을 매각함.

고 빚을 갚아갈 예정임. 이러한 조치

관계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동력

는 이후의 커피 시즌에서의 신용 및

지원

풍종: Arabica Bourbon

협력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협동조합에 내부 조직화 과정과

수매한 후, 전량을 RTC에 판매하고 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

경도(X): 29.017251

예상됨.

2016의 이익 일부를 저축하도록 협

으며, 커피 워싱스테이션 설립 비용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조합의 재정에 큰 부

고도(m): 1607

협동조합은 지역 시장에 연결성을

이는 신용을 기다리고 수매를 늦추는

고도범위: 1100m - 2600m

가지고 있으며 브루봉 커피에 적합

것보다 2017년도 커피 시즌 시작에

포장도로 상태: Fair

할 것으로 예상됨.

도움이 될 것임.

유지관리 계획이 부족함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는 다음 커피

하여 전량을 수매하고 있음. COOCAMU의 경우는 FLO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공정
무역 바이어를 찾아보려 했으나 쉽지 않아 결국 RTC 계열사에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현재 두 조합 모두 25%의 고이자의 선급금을 RTC 계열사로부터 대출받아 체리를

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정무역 바이어는 거래 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계약과 함께 50% 이상 지급해 주
거나, 혹은 마이크로 크레딧 등 다른 대출기관을 통해 선급금을 대출받을 경우, 해
당 이자를 바이어가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재정부담을 보완해 줄 수 있

위도(Y): -2.437997

동조합 코칭.

용수 자원: 자연수
에너지 자원:EULC
가공머신: Penagos 1500

시즌 준비를 위해 필요.

건조테이블 수: 36

금융 조직과의 좋은 관계 강화

창고 수: 1

음. 어떤 형태은 두 협동조합에게는 RTC 계열사와 계약을 맺는 현 상황보다 안정

환경보호: 자연적 누출

적인 재무상태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무역 거래를 통한 공동체 발전자금

커피 생산 무게 당 농부 할당 금액

커피 사업 운영과 협동조합 훈련을

(Social Premium) 및 품질 프리미엄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도

(4.20$/kg)

위한 투자

움이 될 수 있음.

생산물 가격($1.41/kg)

저축과 내부조직화 착수

수출가격 대비 농부 할당 비율 65%

구매자와의 장기 거래

MOBILE:0788636844

체리당 그린빈 비율 (6.73)

03 당초 이번 현지조사 대상이었으나, 실제 조사에서 현지 실사 방문 및 조합원 그룹 디스커션 등 조사가 어려운 환경임에 따라 조합
매니저 1인 미팅 및 프로파일 조사 결과로 보고서에 포함하였음. 다른 직접 조사한 COOCAMU 및 KARORA, 그리고 CDG와 비
교하기 위한 조합으로 동 보고서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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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OCAMU

3) KRORA

배경 및 정보
위치: 러트시로군, 무사사 섹터

주요 도전과제
거버넌스: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운영 훈련

매우 제한된 조합원 원수가 매우 제

행정 및 재무 절차 확립

조합원: 협동조합은 많은 수의 커피

한적, 로 선출된 리더는 커피 사업에

농부 조합원으로 시작했으나, 커피

연관되어 있음

배경 및 정보

우선순위 활동

2017년 사업계획 개발 지원

워싱스테이션을 짓기 위한 자금 동원
을 위해 출자를 요구받자, 386명중

자금과 시장의 접근성:

자본과 장기파트너십 시장에 대한

16명만 요청한 전체금액을 출자함.

새로운 협동조합, 내부 동원을 위한

접근

그들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원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 서비스 공급

동원은 여전히 진행중임.

자인 RTC와 새로운 파트너십 시작

조합은 올해 생산된 커피 모두를 지

주요 도전과제

조합원: 105 명 38 여성, 4명의 여

우선순위 활동
TAP 계약서 틀 내에서: (추가 조사

거버넌스:

요):

성을 포함한 19명의 멤버만 지분소
오너십의 부족

유 (paid shares)

새로운 리더십이지만 헌신적임. 소수

훈련 그리고 리더십 코칭/ 굿 거버넌

조합원이 지분소유(19/105)

스, 역할과 책임,

터 내 다른 4곳의 워싱스테이션과 경

자금 접근성:

지속적인 오너식 있는 멤버의 조직화

쟁해야 하는 환경에 있음

협동조합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훈련과 밀착 코칭을 통한 재무 관리

데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자와

강화

협동조합은 커피 생산 잠재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무부가의 섹

협력하고 있음

역 RTC에 판매하였음

MOBILE: 0788541661
경도(X): 29.295585

시장 접근성:

스테이션 관리에 대한 훈련,

위도(Y): -2.119395

지역시장, RWACOF 서비스 공급자

지속가능한 관리 주체,

와 협력하고 있음

정기적 외부감사 조직,
기타 외부지원 필요사항:

직원에 대한 커피 가공 원리 및 워싱

품종: Arabica Bourbon

품종: Arabica Bourbon

협동조합은 이미 FLO 인증을 획득,

연락처: 0788267678

FLO 인증에 따르면 조합원은 단독

공정무역 시장에 충분한 생산량을 제

경도(X): 29.3337

으로는 워싱스테이션에 충분한 생상

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합원 조직

위도(Y): -1.983799

량을 제공할 수 없음

화 필요

고도(m): 1653

고도범위: 1100m - 2600m

조합의 위험은 워싱스테이션의 역량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시작파트너십

포장도로 접근성: 나쁨

기술적 도전과제:

포장도로 접근성: 나쁨

아래 운용하거나, 혹은, FLO 시장에

확보

용수 자원: 자연수

조합은 새로운 디스크가 두 개인 지

용수자원: 자연수

판매하지 않고 FLO 브랜드의 수혜

에너지 자원: X

역에서 제조된 TOTO 머신을 보유하

협동조합 사업의 확장, 펄핑 가공 머

에너지자원: Generator

를 받지 않거나 해야 하는데 있음

가공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가공머신: Mackimon

고 있음. 이론적으로 시간당 3T의 가

신의 역량에 맞추어 건조 테이블의

건조테이블 수: 14

공이 가능하며, 일반적 검사와 유지

개수 추가, 충분한 수량 확보

창고 수: 1

가 필요함. 기계관리자는 커피가공과

환경보호: 자연 누출

유지에 훈련되어 있지 않음.

고도(m): 1490

가공머심: Macknon
건조테이블 수: 44

새로운 커피워싱스테이션 장비와 함

투명한 운영과 정보 공유를 통한 조

창고 수: 1

께, 주 도전과제는 자본과 좋은 시장

합원의 헌신과 오너십 장려

환경보호: 필터링 시스템

으로의 진출임.

조합원수: 376

고도범위: 1100m

상생 비즈니스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장기 파트너십 확보, 이

설립년도 2010년
조합원수 460

러트시로는 가공처리를 잘하면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군에 위

기타 과제: 워싱스테이션에 수량이

는 지속한 후속관리를 통해 정부기관

부족, 이는 협동조합의 자금부족으로

(NAEB 혹은 군단위)을 통해 촉진될

인한 것으로 물을 공급할 때 개선할

수 있음

수 있는 여지가 있음.도로 접근이 어

치하고 있음.

려우며(도로 파괴), 운송에 추가 비
용 필요

2. 성과목표(Target)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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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생산회사

설립

거래처

COOCAMU

2010

2

KARORA

2010

2

ABANGAKURUSHWA

2009

3

-

Cafe De Gisagara

2014

다수

-

2015 2016
N/A

32
MT

25.6

26

MT

MT
30
MT
-

인증

부채

CWS

FLO

-

1

N/A

4,000,000
RWF

1

N/A

-

1

N/A

N/A

3

성과목표

조합
원수

인증

368

FLO

400

(81)

R/F

(100)

105
(38)
102
(33)
N/A

FLO
FLO
R/F

조합
원수

150
(50)
150
(50)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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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04

띤도 협동조합이 최근 큰 어려움을 겪어 비즈니스 수행이 어려워진 바 , 새로운 거
래처와 생산지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에서 르완다 커피협동조합과의 신규거래를

• 본 단체는 2006년부터 네팔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해 왔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며,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서 커피 및 코코아, 차, 넛트, 설탕 등 농업상품을 공정
무역으로 수입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해오고 있음. 이에 더 나아가 2010년부터는 네
팔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원료 생산지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가치사슬 기반 지역개
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2. 커피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 활동

• 본 단체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네팔에서 커피 협동조합 두 곳을 대상으로 기존
의 다목적 협동조합에서 투명한 집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단일목적 협동조합인

• 또한 2013년에는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사업으로 네팔 굴미(Gulmi) 지역 협동조합

커피 협동조합으로 분리하여 신규 커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설립된 커피 협

에 대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동조합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및 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

성과평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도 한국국제협

음. 이에 따라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설립 초기 이후 역량강화가 필요한 커피

력단과 네팔 중부산간지역의 가치사슬 기반 지역개발 사업으로 네팔에 본 기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현지지부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 지역

• 또한 이러한 현지 조합에 대한 역량강화는 현지에서 오랜 기간 커피 분야 개발협력

에서의 가치사슬 기반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개발 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SNV 및 TWIN 등의 현지 협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으며, 네팔의 커피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진행하고, 무엇보다 구매 계약의 조건이 주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진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2015년 네팔 대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생산지역

행될 수 있으므로 상기에서 설명한 거래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경우, 더욱 효과적

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건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단지 비즈니스만을 목표로 하는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것이 아닌 상생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정무역 비즈니스의 의의 확산을 위해 활동
하고 있음.

3. 비즈니스 플랫폼 역량강화 활동

• 이러한 경험에 따라 본 기관은 커피 분야 가치사슬에 기반한 지역개발사업을 다년

• 네팔의 커피 협동조합 대상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4년 말 본 기관은 해외

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이를 네팔 생산지 외에 커피가 주요 소득인 소

지부를 설립하였고, 동시에 공정무역 카페, 공정무역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을 수행

농들이 많은 또 다른 커피 생산지를 새롭게 발굴하고자 아프리카 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를 설립하였음. 동 센터를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

지속하여 왔음. 동 지역조사 역시 그러한 기관의 수요와 전략에 따라 진행된 것으

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뿐만 아니라 네팔의 주요 커피섹터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

로 도출된 결과에 본 기관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킹 및 네팔 커피 및 공정무역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해 네팔의 공정무역 커피 비즈
니스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플랫폼 비

1. 공정무역 파트너십 기반의 생산자 연합체(협동조합) 지원 활동

즈니스를 수행해 본 경험으로 르완다의 현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 상기 내용과 같이 네팔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 거래와 상호 연대를
맺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르완다의 커피 생산자 연합인 커피 협동조합
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
음. 특히, 동 기관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커피의 공급처로 거래해 왔던 우간다 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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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6년 3월 조사 당시, 우간다 구무띤도 협동조합은 2015년 하반기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폭우로 인해 정상적인 커피
수매를 하기 어려워져 기 계약한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 불가를 통보하였고, 아름다운커피 역시 선 계약한 물량의 50% 정도밖
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간다 구무띤도 커피협동조합은 10,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오랫동안 공정무
역 비즈니스를 수행해 온 모범적인 단체로, 최근 조합이 직접 워싱스테이션 설립 출자 등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기후변화
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음.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일시적으로 조합 운영을 중단하고 장
기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더 이상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아름다운커피는 2016년도 3월 현장 조
사를 실시하였고, 본 단체의 아프리카 커피인 ‘킬리만자로의 선물’ 상품의 안정적인 소싱을 위해 유사 지역의 신규 생산지 소싱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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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유사 컴퍼니들과 협업하고 지원 및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 기관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속하여 임팩트 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지원 외의 자원조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트도 보유하고 있음. 르완
다 역시 사회적 경제 및 임팩트 투자의 기회와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
어 비즈니스 기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임팩트 투자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이러한 본 기관의 노하우와 르완다 내의 비즈니스 환경을 접목하여 기존의 농업 가

르완다 커피; 정부 정책 관련 (http://www.wikicoffee.co.kr/archives/2007)
르완다 커피: 현지 프로젝트 관련(쿨라 프로젝트) (http://coffeetv.co.kr/?p=15072)
2013.05.24 르완다 부게세라 스페셜리티 버본 [Bugesera Specialty Bourbon](커핑 기록 포스
트) (http://ruinban.tistory.com/20)
르완다 커피 소개(GSC 커피 무역 회사) (http://coffeegsc.co.kr/sub.php?menu=0
3&con=04&idx=02)
르완다 커피 관련 프로젝트 참여한 블로거 포스트 링크 (http://bit.ly/2bRgwzt)

치사슬 기반의 지역개발 사업에서 나아가 사회적 경제 영역과 새로운 혁신적인 자
원조달을 통해 르완다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커

3) 기타 르완다 관련 저서 참고 포스트

피 소농의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책 요약 정리해 놓은 포스트 (http://blog.naver.com/sk258789/220302647969)
테라로사 웹사이트 내 르완다 프로젝트 관련 포스트 (http://bit.ly/2bQmm7h)

05 자료 출처-------------------------------------------------------------------

테라로사에서 판매하는 르완다(싱글오리진) (http://bit.ly/2bQmm7h)

1) 정부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문서

４) 르완다 유기농 커피 관련 문서

르완다 정부, 2000, Vision 2020,

Christine Carey and Elizabeth Guttenstein ISEAL Alliance. 2008, E052 Governmental

르완다 정부, 2007, 경제 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 (Economic Development & Poverty
Reduction Strateg, EDPRS) 2008-2012
르완다 농축산부, 2009, 르완다 농업 변화를 위한 전략 계획 (Strategic Plan for the
Transformation od Agriculture, PSTA)
한국국제협력단, 2012, 르완다 농촌종합개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Use of Voluntary Standards Case Study 7: Rwanda and the East Africa Organic
Products Standard Organic Agriculture:
Opportunities for Promoting Trade,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Reducing
Poverty, Case Studies from East Africa, Synthesis Report of the UNEP-UNCTAD CBTF
Initiative on Promoting Production and Trading Opportunities for Organic Agriculture
in East Africa

２) 르완다 커피 관련 기사 및 포스트

Farmers tipped on conventional, organic farming - The New Times _ Rwanda(2105)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2008, OVERVIEW OF ORGANIC AGRICULTURE IN

르완다 여행 중 커피공장 방문한 포스트(http://amakurujin.tistory.com/entry/Oc ir-르완다-커

RWANDA AND OPTIONS FOR POLICY AND TRADE DEVELOPMENT

피-공장)
르완다 커피와 국가 소개한 포스트(http://www.thestardust.co.kr/board/bbs/boar

5) 동아프리카국가 공정무역 커피 관련

d.php?bo_tabl e=freetalk&wr_id=11)
르완다 커피의 이해 (http://811345.tistory.com/350)
르완다 커피; 산업적 측면과 연관 지어 설명한 포스트 (http://www.santarosa.co.kr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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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ot Vandorpe , GHENT UNIVERSITY, Coffee cooperatives and Fairtrade
certification: a case study in Bu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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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

향후 계획
chapter 03

01

02

01 샘플테스트 결과 토대 구매 파트너십 결정 ---------------------• 사전 샘플 테스트 외 현지조사 및 이후 수취하는 샘플의 커핑 테스트 결과에 따라
03

향후 거래 기반 파트너십을 도모할 예정임. 커핑 결과로 좋은 품질의 상품뿐만 아

04

니라 본기관의 기존 상품의 품질, 향미, 특징의 스펙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 도출
이 필요함. 생두 상품의 특징과 대체가능 여부가 가시화되면 구매 계약 진행을 통
해 향후 르완다 커피 협동조합과의 거래기반 파트너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05

06

02 구매 계약을 통한 파트너십 지원규모 논의 ---------------------상기 내용에 따라 구매 계약이 성사되면 본 기관의 필요와 생산지의 가능성에 따라 구
매 수량을 확정할 예정임. 이때 공정무역 거래를 통해 진행하므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
는 기준에 따른 공정무역 가격과, 생두의 품질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여부를 고려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체 발전자금(Social Premium) 및 기타 추가지원 여부
07

01
02
03
04

08

르완다 Starbucks Regional Manager 미팅
르완다 SNV 담당자 및 팀 미팅
COOCMAU 커피협동조합 미팅
KARORA 커피협동조합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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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07
08

를 논의할 예정임.
CGD MUGANZA 협동조합 조합원 인터뷰
MISOZI COMPANY 미팅
GORILLA COFFEE 가공공장 실사
CDG 임마누엘 Manager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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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역량강화

•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지원 활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협동조합 역량강화 부분


협력기관 파트너십 논의 및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 지원
03 현지
및 투자 검토 --------------------------------------------------------------

임. 특히 COOCAMU와 KARORA는 설립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질적 성장의 경

• 거래가 성사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상기와 같이 현지 파트너기

험이 부족하여 커피 생산에 대한 지원보다 조직 운영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역량

관과의 협력 논의가 필요함. COOCMAU 혹은 KARORA 협동조합의 경우 이미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선정된 조합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협동조합의 필요

SNV 르완다가 커피협동조합 대상 다양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긴

에 기반한 재무관리, 조직운영, 조합원 확대, 협동조합 설립 등의 교육을 별도로 실

밀한 협력이 가능함. 또한 본 기관의 공정무역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파트너십을

시하고,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지고 있는 TWIN Rwanda와 협력하여 공정무역 FLO 인증 도입 및 공정무역 관
련 협동조합 역량강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인증 도입 가능성 검토

• MISOZI 컴퍼니의 경우, 본 기관의 플랫폼 비즈니스 경험과 추가 투자 혹은 지
원의 형태로 MISOZI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커피 협동조합이

• 당초, 현지조사를 통해 유기인증 도입 가능성을 기대하였으나, 르완다 농업에서 유
기농법을 적용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인 환경에 따라 향후 유기농법 도입 및 인증 획

MISOZI를 통해 엄브렐라 플랫폼에 참여하여 마케팅 및 프로모션, 판로창출 및 품
질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음.

득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전환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FLO 공

• CDG의 경우, 수매를 위한 조직화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ICS 도입 등 수매 조

정무역 인증이나, Rain Forest Certification, UTZ 인증 등 유기인증 이전 단계의 초

직망 계획과 도입에 대해 경험 있는 본 기관이 함께 CDG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역

기단계 인증 획득과 이를 위한 Internal Control System(ICS) 등의 인증관리 시스템

량강화와 생산관리 역량강화 부분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는 협동조합의 수매를 위한 조직화에도 효과적이며,

• 이러한 협업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기관을 활용하여 커피 협동조합에 효과적이고

향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증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에 따라 다양한

다층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동시에 본 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여 상생

성과 도출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르완다 지역 커피협동조합의 비즈니
스 역량강화 및 판로촉진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３) 조합 수요

• 공동체 발전자금의 용처 및 기타 추가지원 여부는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현지 파트너 기관에 의뢰하여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거래를 추진하는 당시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지조사 결과보다 더 정밀한 Needs Assessment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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