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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동란 이후 해외원조에 의지하던 한국이 20여년 전부터 해외의 가난한 나라들
을 돕는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 초에 태국 국경의 캄보디아 난민들을 도우며 시작되었던 캄보디아의 국제
NGO 역사도 20여년이 되었고 이제 많은 한국 NGO들이 설립되어 곳곳에서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직도 서구 NGO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지만 이제 아시아인의 시각에 맞는 프로젝
트들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3년전 몇몇 뜻있는 분들의 헌신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개발 NGO들
의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협력과 섬김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국
NGO들의 활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요람을 만들게 되어 관심있는 분들
에게 도움을 주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캄보디아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캄
보디아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날을 기대하며 최선의
복지 서비스를 계속 수행해 나갈 캄보디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 매
진해야 하겠습니다.
회원단체들의 협조와 관심과 섬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7.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
회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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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제개발협력 사업현장의 활동현황을 담은 첫 번째 '2012 재캄보디아 한국개발
NGO 편람'의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사업 현장의 한국NGO는 협의체를 조직하고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우리 개발NGO의 역할과 활동범
위 또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 편람'의 발간이 한국 개발NGO
의 협력의 예이며,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
기 위한 좋은 움직임입니다.
본 편람이 소개하는 캄보디아 개발사업의 현황과 한국 개발NGO의 조직, 사업 내
용, 현장사진 등은 캄보디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NGO의 현장사업을 공
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단체 간의 협력, 현지의 자립과 역
량강화를 위한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현지의 주민들의 진정한 필요
를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편람의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재캄보디아 한국개발
NGO협의회 임원들께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캄보디아 지역 곳곳에
서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한국개발NGO 여러분들의 건승과 안녕
을 기원합니다.
2012. 7.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이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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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캄보디아에는 20개가 넘는 한국개발협력NGO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
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협의회를 구성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했습니다.‘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
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성된
한국개발NGO 모임으로 NGO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캄보디아 한국개발NGO편람’
의 발간은 이와 같은 협의회의 공조체계
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념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NGO 회원단체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고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
아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에
게는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NGO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함으로써
좀 더 쉽게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캄보디아 한국개발NGO 편람’
발간을 축하드리며,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는 앞으로도 NGO 협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NGO 협의회를 비롯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2.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장 신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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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 활동 소개

국제 옥수수 재단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 사업개시일
: 2006년 2월
▶ 사업지역
: 번띠아떽 ICF Cambodia Agric.Center
▶ 대표자
: [성명] 김순권 [휴대폰] 82-54-260-1787 [E-mail] kimsk@handong.edu
▶ 기관 연락처 : [전화] 855-70-990-011 / [E-mail] dy.k@hanmail.net
▶ 일하는 사람들 : 쁘라찌또, 금사랑, 노통(공무원) 외 현장인부 5명

세계 식량문제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해 1998년에 설립된 국제구호 개발기구
▶ 미션(Mission)
슈퍼 옥수수를 매개로 과학적 체계적인 국제 식량구호 활동
▶ 비전(Vision)
인종,종교,사상,지역을 초월하여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며, 배고픈 자의 자립 지원
을 최우선으로 한다.

▶2005년 8월 CARDI(캄보디아 농업개발원) 1차 방문, 캄보디아 정부 적극적 요청
▶2005년 12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MOU 체결

▶행안부(06), 농림부(07), 코이카(08,09) 사업진행
▶DMR 옥수수 3종 육종(KC25, KC35, KC45)
▶슈퍼 옥수수 개발

-9-

▶DMR 찰 옥수수 및 사탕 옥수수 육종 성공단계
▶찰 사탕 교잡종 육종
▶진딧물에 강한 녹두 육종

본부 정보
▶ 명칭 : 국제옥수수재단
▶ 대표자 : 김순권
▶ 연락처 : 82-2-337-0958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창천동 5-5 동북이세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www.i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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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캄보디아
Good Neighbors Cambodi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기관 연락처

: 2004년 5월 1일
: 프놈펜, 반띠민쩨이, 바탐방
: [성명] 손수진 [핸드폰] 092-694-604 [E-mail] ssjin-7@hanmail.net
: [전화] 023-880-557 [E-mail]gnc.adm.pp@gmail.com
[Website] www.gncambodia.org
[주소] # 12, Street 544, 07 village, Boeungkok 1 commune,ToulKork
District, Phnom Penh
▶ 일하는 사람들 : 손수진(지부장),이유진(사무장),이하나(커뮤니케이터),
현지직원 41명
봉사자 : 윤보라, 김지현, 박경현 (전원 해원협)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전세계
25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996년 국내 최초
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임.
▶ 미션(Mission)
우리는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우리는 아
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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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 비전(Vision)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돕는다.

-2002년 반띠민쩨이주 뱅몽 지역에 학교 급식사업 시작
-2004년 반띠민쩨이 뱅몽 지역에 우물공사, 집수리, 염소은행 등 농촌형 지역개발사업 시작
-2010년 프놈펜으로 헤드 오피스 이전
-2011년 프놈펜 쩡아엑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시작
-2012년 바탐방 태양광 사업 시작

▶ 스폰서십 서비스 : 아동 1대1 결연사업 및 학용품, 교복 지원
▶ 교육 및 보호 : 어린이집 운영, 방과후 교실, 아동급식, 정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 식수 위생 및 환경개선 : 위생교육, 집수리, 화장실 신축, 정수기 지원
▶ 소득증대사업 :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 채소 재배, 오리농장 운영,
▶ 태양광 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굿네이버스 한국본부 :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01-4
▶대표전화 : 82-2-6717-4000
▶Homepage : http://www.goodneighbors.kr

소득증대사업 : 채소 재배, 오리 농장, 버섯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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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 관리 ; 급식사업, 건강검진, 아동마라톤 대회

환경개선 : 집수리, 화장실 신축, 저수지 수문 건축

태양광 에너지 보급 및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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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스코 센터 포이펫
Don Bosco Center Poipet

▶ 사업개시일

: 2001년 11월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2004년 11월 7일 공식 개소식
▶ 사업지역
: 포이펫 지역
▶ 대표자
: [성명]강종명 [핸드폰]012-662-302
[E-mail]sdbkang@yahoo.co.kr
▶ 기관 연락처 : [전화] 077-409-860 /[E-mail] sdbkang@yahoo.co.kr
[주소]Paliai Village Poipet Commune
O’
chrov District Banteay Meanchey,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31명(초등학교 11명, 중학교 1명, 기술학교 10명, 사무실 5명, 주방 4명)
봉사자 : 김미선(개인), 문준오(개인), 김영신(살레시오회),
이상래(살레시오회), 이샛별(개인), 송예지(해원협)

1999년 이전까지 포이펫은 크메르 루즈 게릴라들과 분쟁지역 중의 한 곳이었고, 태국과
의 국경지역으로 많은 난민들이 포이펫을 통해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피난소로 넘어가기
도 하였습니다.
내전 종식 후 포이펫에 태국인을 주 대상으로 카지노가 세워지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
난한 젊은이들, 땅을 잃은 농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카지노 주변으로 빈민촌들이 커
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의 아이들,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마약, 총기소지, 어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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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학대, HIV 등이 만연하게 되고 인구도 2005년까지 7만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
어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긴급상황에 따라 지역교회 주교님의 요청으로 만 3세부터 18
세까지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기술학교가 설립되고 2011년에는 중학교까지 개원을 하여 현재까지 돈보
스코의 교육이념에 따라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무료교육 제공. 가난한 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2001년 11월 돈보스코 재단 포이펫에 부지마련. 길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2002년 3월 자원봉사자 부부 브루노와 카타리나,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 시작
5월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와 아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9월 9일 6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임시 건물에서 초등 학교 시작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포이펫 지역 1만 7천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점심식사 제공 프로그램
시작
-2003년 1월 21일 태국에서 제작된, 캄보디아 아이들을 안고 있는 돈 보스코 동상 도착
1월31일 반티 민쩨이 주정부 인사와 바탐방 주교 참석 하에 건물 축복식
2월 12명의 거리의 아이들이 창고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도착
7월 농업 교육을 위한 부지 매입
8월 기술, 재봉, 컴퓨터 교육을 위한 건물 건축 시작, 살레시안의 집 건축 시작
-2004년 1월 살레시안 소속 존 비셔 신부, 레나토 토레산 신부 부임, 브루노, 카타리나 자원봉
사자 부부 멕시코로 감
11월 7일 캄보디아 부총리 사르 켕 참석하에 돈 보스코 센터 포이펫 공식 개소식(개소식에 후
원자를 포함한 3000여명 참석)
-2005년 9월 레나토 토레산 신부, 돈보스코 프놈펜으로 발령. 알베로 로다스 신부가 후임으로
도착
-2006년 존 비셔, 알베로 로다스 신부 돈보스코 시하누크빌로 발령, 후임으로 제라도 라바스코
신부, 왈터 브리골린 신부 부임(2008년까지)
-2008년 강종명 신부, 유신 살소 신부 부임
-2010년 유신 살소 신부 돈보스코 시하누크빌로 발령, 피트위 수사 부임

▶ 기술학교(technical center)
기술학교는 총 3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과(1년과정), 자동차과(2년과정), 전기과(2
년 과정)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1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literacy center)
초등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업시기를 놓친 아이들, 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8개의 반에 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에는 31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 중학교(secondar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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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개교한 중학교는 현재 1학년 25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으로 재봉과 오토
바이 수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
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기금(children fund)
어린이 기금은 포이펫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정의 장학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돈보스코 센터의 기술학교, 초중학교와는
별개로 포이펫 지역 학교 학생 100여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장(farm)
농장에서는 각종 야채와 과일, 가축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배된 채소
들은 학교로 보내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 돈보스코 센터 포이펫은 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점식식
사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중고 점심식사 제공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의 지원으로
6년 동안 진행되었고 72개의 학교 2만 2천여명의 아이들을 거리에서 학교로 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돈보스코 초등학교는 정부학교의 오전반 오후반과는 달리 오후 3시 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
하여 부모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도움은 독일 정부와 독일 돈보스코, 한
국 살레시오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본부 정보:
명칭 :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홈페이지: www.ibosco.net
이메일 주소:netephdb@gmail.com

대표자 : 남상헌
전화번호:82-2-828-3500

살레시오 수도회는 청소년들의 스승이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1815 - 1888)
에 의해 1859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창립된 수도회입니다. 창립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심과 사랑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원만한 인격형성을 이루도록 청소년을, 특히 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을 교육
합니다.청소년들의 신앙여정을 동반하는 가운데 어른인 교육자와 아이들이 함께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현재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약 16,000 명의 살레시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톨릭의 가장 큰 수도회
중 하나입니다. 창립자 성 요한 보스코처럼 청소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요 표징으로서 머물기를 원
하는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들을 포함하여 세상 곳곳에서 약 4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도미니코 사비오 축일: 학교 아이들에게 치솔과 구충제를 나눠주는 행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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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
Lotus World Cambodi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2년 9월
: 시엠립
: [성명] 성관(김만수) [핸드폰] 012-297-507
[E-mail] bwc0421@hanmail.net
▶ 기관 연락처 : [전화] 070-8622-3010 /[E-mail] mitra@lotusworld.or.kr
[주소] Lotus World Cambodia Children Center, Chey Village,Teuk Veul
Commune, Siem Reap City
▶ 일하는 사람들 : 성보(원장), 신윤섭(사무국장), 김영채(행정지원실장),
안재훈(한국인 미용교사)
현지 직원 30명
봉사자 : 이영애(해원협), 최영희(해원협), 안정규(해원협), 김성화(해원협),
한미혜(해원협), 송경미(해원협), 이국영(개인), 최희균(개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는 붓다의 자비와 평등, 평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 NGO임.
2002년부터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 앙코르 와트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시엠립 지역 1만 2천여 평의 부지에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설립.운영해 왔으며 빈곤 아동
의 복지와 교육사업, 초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 빈곤청
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빈곤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개안수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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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Mission)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빈곤극복을 위한 식량,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등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든다.
- 지역의 정부, NGO와 주민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해 빈곤퇴치의 긍정적이고 지속적
인 변화를 만든다.
▶ 비전(Vision)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2 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KOICA 지원)
-2011 Lotus 희망미용센터 개소(함께일하는재단 지원, 캄보디아 시엠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위생시설 지원 및 위생교육사업’(캄보디아 시엠립)
-2009 주민을 위한 다목적센터 완공(캄보디아 시엠립)
중증 환자치료를 위한 초청사업
초등학교 화장실 건립지원사업 착수
-2008 BWC김안과병원 개원 (캄보디아 아동센터 내)
김안과병원 협력 안과진료 및 무료개안 수술 지원(연간 3회)
-2007 아동결연 및 식수지원사업 착수
-2006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완공, 아동보육사업 착수
-2005 캄보디아 국제NGO 등록
-2004 캄보디아 정부(사회부)와 MOU체결

▶ 아동보육사업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70여명을 보육하면서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 취약계층 성인 문해교실(크메르어, 수학, 농업기술교육), 취
약 아동 초등교육지원 프로그램 (KOICA 단년도 지원사업)
▶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 공립학교 시설 개보수, 도서관 신축지원, 교육시설
신축 지원
▶ 아동결연사업 : 한국의 후원자와의 1:1 결연으로 취약아동에 학비와 생활비 지원
▶ 빈곤청소년 직업훈련사업 : 이미용 기술 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활동을 통한
빈곤청소년의 자활 지원 (함께 일하는재단 협력사업)
▶ 위생시설 건립 및 위생교육 사업 : 공립 초·중등학교에 위생시설 건립 및 학생, 주민
에 대한 위생교육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
▶ 개안수술 및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 : 한국의 김안과병원 해외봉사단과 협력하여 매년
3차례 안과진료 및 무료개안수술, 산부인과, 내과 진료 서비스 제공 (cf. 개안수술 수
혜자 : 연간 200여명, 산부인과/안과/내과 등 기본진료 수혜자 : 연간 6,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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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설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시엠립 Chey village 소재), 로터스희망미용
센터(시엠립 시내 소재)
▶ 기타 서비스 : 현지 주민과 교민들에게 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

▲ 개안 수술

▲ 교실 개보수

▲ 도서관 건축 및 도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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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직업 훈련

◀ 배구 수업
▼ 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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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티에이 쁘리업
Banteay Prieb

bnÞayRBab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1991년 11월 1일
: 캄보디아 껀달(Kandal, 프놈펜 시에서 남서 쪽 25km) 외 5개 도(Province)
: [성명] 오인돈 [핸드폰] 855-92-255-613
[E-mail] indonsj@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855-92-255-613 [E-mail] banteayprieb@gmail.com
[주소] Jesuit Service Cambodia, Phnom Penh. P.O.BOX.880
▶ 일하는 사람들 : 총 95 명
봉사자 : 오인돈(JSC), 최현철(JSC), Firmo Bargayo Jr(JSC, 필리핀),
Adrianus Riswanto(JSC, 인도네시아), Geoffroy Auzou(JSC, 프랑스),
류진희(해원협), 정연주(해원협)

전쟁, 소아마비,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그에 따른 빈곤,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
는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JSC(Jesuit Service Cambodia)에서 설립
한 장애인 직업기술교육센터입니다. 크메르어 <반티에이 쁘리업>은 "The Center of Dove"
곧, "평화센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캄보디아의 장애인들이 높은 자존감과 존엄성을 갖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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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희망과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합니다.
- 기술과 지식 습득을 통해 스스로 일을 하며 자립하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구성원
혹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 생산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고품질의 생산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마을 구성원들과 가족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독려하고, 장애인이 마을 공동
체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전지구적인 공동체의 관심과 의식, 참여를 장려하고 옹호합니다.
▶ 비전(Vision)
장애인들의 보다 더 풍요로운 삶 (We envision a fullness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거 크메르 루즈군의 학살 현장이며 통신 군부대, 감옥 등으로 쓰였던 곳에 반티에이 쁘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1980년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역에서 난민 지원활동을 해온
JSC는 전쟁으로 장애를 안게 된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캄보디아 내 껀달주로 자리를 옮겨
반티에이 쁘리업을 설립했습니다. 개설 초기에는 전쟁이나 지뢰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다수
였지만, 현재는 소아마비 등의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
며, 지난 20년 동안 1,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립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해
갈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반티에이 쁘리업이 내딛는 느리지만 소중한 걸음들
이 캄보디아의 장애인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캄보디아가 진정한 자립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
록 하는 한 흐름이 되기를 꿈꿉니다.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9
2001
2006
2008
2009
2010
2011

연혁
프놈펜 근교 앙스눌(Angsnoul District)에 반티에이 쁘리업 설립
첫 졸업생 25명(용접, 전기, 오토바이 수리과정) 배출
목공, 목공예과정 시작. <목공예워크숍><메콩휠체어 사업장> 시작
농업교육(공통과목) 시작. JSC(Jesuit Service Cambodia)로 변경
졸업생을 중심으로 <목공워크숍><철공워크숍> 시작
재봉과정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들 센터 훈련과정에 참여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아웃리치프로그램> 실시
농업과정을 정규과정으로 공식개설
OBOS와 협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수행 시작
목공과정 중단. <메콩휠체어 사업장> 1,103개 휠체어 생산
졸업생을 중심으로 <봉제워크숍> 시작
23기 졸업생 97명 배출
24기 5개 과정(농업, 전자, 기계, 목공예, 재봉)에서 졸업생 100명 배출
20주년 기념식, 프놈펜에 직영 숍 개장
OBOS와 협력,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수행,

▶ 직업기술교육(Vocational Training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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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술교육 과목은 전자, 기계, 농업, 재봉, 목공예, 제화 등 6개 과목
입니다. 목공예(2년 과정)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은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식 과목 외에
매일 1시간씩 크메르어 및 기본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반 교육이 진행되며, 농업 공통교
육도 매주 3시간씩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주말에는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
로 이발교육, 미용교육이 진행됩니다
●
전자반 : 스피커, 앰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 수리과정(1년)
●
기계반 : 자전거, 농기계 엔진,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 수리과정(1년)
●
농업반 : 곡류, 채소류, 버섯 등의 특수작물, 가축 사육 및 건강관리(1년)
●
재봉반 : 연령 별 일상복 및 캄보디아 전통의상 제작 및 수선과정(1년)
●
목공예반 : 도안 및 도구제작, 소품, 캄보디아 전통 목공예품 조각(2년)
●
제화반: 재봉 기술 및 패턴 작업을 통한 기초적인 신발 제작 및 수선과정(1년)
▶ 공동체 생활(Community Life)
학생들은 센터 내에 지어진 12개의 집에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 의식과 자
립성을 높입니다. 10여명의 학생과 집 담당 선생님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며 온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과목 선생님, 집 선생님과 학생담당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과 만나며 공부, 생활, 건강, 가족상황, 마음에 대해 듣고 공유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합니다. 또한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등에 다른 장애인, 비장애인
과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함께 아웃팅을 가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가집니다.
▶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졸업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졸업생들
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최소 5년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대상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방문을 통해 직업기술교육 참여를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
습니다. 마을에서 오토바이 수리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시작하려는 졸업생에게 창업자금 및
설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을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물색하여 알선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있는 졸업생들의 자활기반 마련
을 위해 집과 우물의 신축 및 보수 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매년 8월에는 Home
Coming Day를 열어 졸업생들이 가내 사업장 창업 및 취업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현재 매년 졸업생의 80% 가량이 일을 하며 자립
해가고 있습니다.
▶ 센터 직영 프로덕션(Production Workshop)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센터 직영 프로덕션은 현재 목공, 철공, 목공예, 봉제 4개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목공워크숍 : 침대, 탁자 등의 각종 가구 주문 생산
●
철공워크숍 : 철제가구, 놀이터 기구 등을 주문 생산
● 봉제워크숍 : 크로마(크메르 전통 스카프)를 원단으로 한 패브릭 소품류를 생산하
여 센터 내 직영숍 및 프놈펜 직영숍에서 판매
●
목공예워크숍 : 성모자상 등 가톨릭 성물을 비롯한 목각 제품과 기념품을 생산하여
캄보디아 국내뿐 아니라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해외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 메콩휠체어(Mekong Wheelchair)
캄보디아의 환경 특히 농촌지역에 적합한 휠체어를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메콩휠체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를 매년 1000대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
다. 생산된 휠체어는 여러 NGO를 통해 캄보디아 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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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생활

▲ 직업기술교육

▲ 메콩휠체어

▲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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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션 워크숍
▼ 반티에이 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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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WITH(Wholistic Interesting Through Health)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5 년 9월 19일
: 프놈펜 & 카엩 껀달
: [성명]김선미 [핸드폰] 092 683 060
[E-mail] sunmi8383@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상동 /[E-mail]상동
[주소] 카엩 껀달 스록 엉스누얼 쿰뜨얼쁘랫
▶ 일하는 사람들 : 김선미 / 양은주 / 유현선
봉사자 : 임혜영(개인), 최다은(개인)

1986년 오병이어선교회로 시작되어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빈곤, 가난, 재해로 고통받
는 Yellow Window의 긴급한 필요와 영적회복을 위한 구호 지속적인 지역역량개발 및 영
양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미션(Mission)
1.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2. 복음적 기초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삶이 예배되도록 한다.
3.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4. Yellow Window를 섬기는 리더를 세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한다.
5. 현지 필요에 따른 준비된 전문인을 교육하여 파송한다.
6. 고통받는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위한 구호와 구제에 힘쓴다.
7. Yellow Window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필요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8. 지속적인 전문성개발을 통해 지역 영양개발 및 영양개선 활동을 한다.
9. 총체적 접근 및 해결을 위해 연합하여 사역을 한다.
10. Yellow Window의 고통을 알리고 함께 할 사람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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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Vision)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과 육이 고통받는 Yellow Window가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하
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섬긴다.

2005.9.19 캄보디아 위드 지부 창설
2006 캄보디아 영양상태 조사 및 사업 제안
2008 캄보디아 식생활 영양개선 사업소 개소
2008~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 및 임상영양사업

▶ Survey : 캄보디아 도시빈민 및 농촌지역 영양상태 조사(2006,2008,2010)
▶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 :
1. 저영양아동 대상 영양식 보충 및 영양교육(카엩
카엩 껀달 스록엉스누얼 2009~2010)
2. 빈민지역 영유아 보충식 공급 및 모성영양교육(프놈펜,2008)
3. 에이즈 예방 교육(2008)
카엩 껀달 스록끼은스와이 2008)
4. 고혈압 / 당뇨 예방사업(카엩
▶ 임상영양
1. 당뇨환자 영양상담(쁘레약꼬사막병원 2008~2011)
▶ 캄보디아 보건부 및 타기관 연계 사업
1. 전국 의료진 대상 영양교육
2. 캄보디아 식품피라미드 개발사업 참여
3. 씨앰립 도립병원 당뇨센터 의료진 영양교육

본부 명칭 : 사단법인 위드
▶ 창설일 : 1986.8.25
▶ 대표자 : 박준교
▶ 위드 홈페이지 www.iwith.or.kr

- 27 -

▲ 당뇨환자 영양상담

▲ 저영양아동 보충식 공급 후 영양 교육

▲ 전국의료진 보수교육

▲ 캄보디아 영양상태 조사

▲ 캄보디아 식품피라미드 제정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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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게더 캄보디아
World Together Cambodi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8년 5월
: 깜뽕츠낭주 롤리비어군
: [성명]엄태근 [핸드폰] +855-12-459-746
[E-mail ]hsleeum@hanmail.net
▶ 기관 연락처 : [전화] 070-8225-9786 [E-mail] wtc.officer@gmail.com
[주소] No.59B, St.444, Toul Tom Poung, Phnom Penh,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현지직원 1명 / 유치원교사 17명 / 코이카 기술학교 교사 7명 /
Sophorn, Aurechanta, Panpierom, Van Piereut, Ros Vanny
봉사자 : 김종성(월드투게더), 황병업(KOICA), 전인찬(해원협),
이태호(KOICA)

월드투게더 캄보디아 지부는 2008년 외무부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가난한 이
들의‘자립(Self-reliance)’
을 목표로 교육, 보건, 의료, 식수, 소득증대 등 지역개
발 및 구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스스로의 역량으로 진정한 자립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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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Vision)
캄보디아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

-2008년 - 외무부 NGO 등록
오산단트마이 희망유치원 개설
어린이결연 사업 시작
-2009년 - 심장병수술 사업 시작 (한국도선사협의회 후원)
롤리비어군 중심으로 지하수개발 사업 시작
사회부 NGO 등록 및 양해각서(MOU)체결
문화스포츠사업 시작 (매년 1번씩 배드민턴 대회, 축구대회 실시)
매달 가난한 마을에 빈민구제사업 실시 (구제미, 집짓기, 도로보수 등)
-2010년 - “희망의 한글학교”, “문맹퇴치학교” 및 도서관 건립
롤리비어군 10개 지역에 희망유치원 개설
깜뽕츠낭 롤리비어군 지역에 의료지원사업 시작 (양의학, 한의학)
-2011년 - 가축대출사업 시작
삼성꿈장학재단 후원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매달 장학금 지원
-2012년 - 깜뽕츠낭 주에 KOICA 기술학교 개원

▶ 급식사업
매일 10개 유치원안에 307명의 유치원아동을 대상으로 한끼 끼니에 도움을 주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
▶ 의료지원사업
매달 3주차, 4주차에 깜봉츠낭주 롤리비어군을 중심으로 한의학(침,뜸)과 양의학사업을 실시.
▶ 어린이결연사업
롤리비어 지역과 따끄마으 지역의 총 298명아동에게 어린이결연사업 실시. 매달 생활 필수품
과 옷, 장학금 등을 지원
▶ 교육지원사업
롤리비어군에 총 11개의 유치원을 운영, 미취학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크리스마
스 때에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매년 7월에 유치원 졸업식을 실시하여 150명 이상의 유치원 졸
업생 배출.
▶ 전기지원사업
깜뽕츠낭 롤리비어군 오산단트마이 마을에 삶의 영위와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 매일 2-3시간
씩 전기를 제공
▶ 지역개발사업
깜뽕츠낭 롤리비어군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도로보
수를 해주며, 가난한 마을의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어린이심장병사업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4명씩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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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을 맺은 깔멧 병원에서 지정해주어 심장병 수술비 및 식대, 차비 지원
▶ 빈민구제사업
깜뽕츠낭 롤리비어군 지역 안에 가난한 가정을 선정하여 매달 집수리 및 구제미 제공
▶ 가축대출사업
5가구에 소 3마리를 빌려주어 3년동안 두마리의 송아지를 갚는 것으로 한다. 첫번째 송아지는
본인이, 두번째 송아지는 월드투게더 캄보디아지부에 돌려받도록하여 돌려받은 세번째 송아
지는 또 다른 가정에 대출해주는 사업
▶ 삼성꿈장학재단 사업
삼성꿈장학재단기관의 후원으로 오산단트마이, 오산단짜, 쁘렉레앙, 쁘렉살라 마을의 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준 장
학금으로 학교와 방과후 수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KOICA 지역주민센터
깜뽕츠낭주 시내에 근처에 지역주민센터를 개원하여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실시.
용접, 미싱, 컴퓨터, 요리 , 제과제빵, 문맹퇴치, 영어, 한국어 교육문화교실 등의 수업. 한국
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 현지인들을 고용과 지역내에 있는 건물 중 좋은 환경이 되어있는 곳
을 선정하여 더욱 나은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제공.

본부 정보
▶명칭 : 월드투게더
▶ 연락처 : 82-2-429-4004
▶ 대표 : 박노숙, 회장 : 황의돈
▶ 홈페이지 : http://www.worldtogether.or.kr
▶ 이메일 : wtngo@worldtogether.or.kr

▲ 결연 물품을 전달 받은 뜨바인 지역 아동들

▲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때 장학금
확인서에 싸인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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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의 선물을 받은 결연아동 쏙씨나

▲ 한의학 의료지원사업

▲ 구제미를 받아가는 어머니와 딸

▲ 심장병 수술을 마친 아동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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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타트 패쓰웨이 센터
We Start-Pathway Center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10년 4월
: Takeo Province
: [성명] 박지원 [핸드폰] 077-454-809
[E-mail] wlsdnr10v2@naver.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77-454-809 /[E-mail] wlsdnr10v2@naver.com
[주소] Phsar Takeo District Rokaknong Commune
Dounkeo City Takeo Province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박지원(센터장), Chhit Chanraksmey(건강조정자), Sim Sopheara(교육
조정자), Nget thy, Kong Keo Samphors, Oun Bopha, Meas Srey, Sao
Chrin, En Torng (아웃리치워커)
봉사자 : 이소현(코이카 ODA 인턴)

위스타트(We Start)란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
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출발(Start)
을 돕고 희망의 새싹을 키우자는 시민운동이다.
국내 지부는 현재 총 27개로 각 시도 단위의 기초자지단체와 협력하여 민관 협력체계
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지부는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현재 베트남이 추
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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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캄보디아는 해외사업의 첫 시작으로 한국의 위스타트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
외 아동에게도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자 2010년 4월 타케오 지역에 센터를 개소하
였다.
▶ 미션(Mission)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동발달에 있어서 어린 시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업의 기본대상을 0세부터 12세의 저소
득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로 설정하여 통합사례관리에 중점을 둔 “맞춤형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문제가 심화된 후의 문제해결
이나 치료보다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
적이다.
▶ 비전(Vision)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복지ㆍ보건ㆍ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
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미래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서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는 전문적인 예방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일정 수준의 교육, 복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입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가족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0년 4월. 캄보디아 센터 개소(Takeo)
-2010년 9월. Takeo 지역 Extra class 3개소 개소
-2011년 2월. 마을 운영위원회 발족
-2011년 4월. Extra class 3개소 추가 개소
-2011년 6월. 아동권리대회 실시
-2011년 10월. 자원봉사 프로그램 We Start Together 1기 발족
-2012년 2월. 소액대출증대사업 Micro loan 사업착수

▶복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자원연계)
-마을 운영위원회 구축
-문화체험
-어린이날 행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사업 (Rice bank, Micro loan:소액대출증대사업)
-자원봉사 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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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검진 및 병원연계
-위생 및 영양교육
-임산모 및 영아 지원
-응급 의약품 지원

▶교육
-취학 준비 프로그램
-Catch-up calss 운영
-Mobile culture 프로그램 (Mobile cinema,
Mobile library)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
-직원교육

▲ 지역개발사업(Rice bank)

▲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 임산모 영양교육

▲ 건강검진

▲ 모바일 시네마

▲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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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생회 캄보디아지부
GoodHands Cambodia Branch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4년 3월
: 따께오주, 깜폿주, 깜퐁스푸주, 깜퐁참주, 껀달주
: [성명] 박정효 [핸드폰] +855-78-607268
[E-mail] goodhandsclaire@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70-7725-1565 /[E-mail] goodhandscambodia@gmail.com
[주소] Chork Village, Roka Knung Commune, Doun Keo District, Takeo
Province, Kingdom of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직원수: 6명
봉사자 : 윤은지(해원협), 김익환(해원협), 김학내(해원협)

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
복하게 살아가고자 2003년에 창립된 국제개발구호 NGO입니다. 2004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
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7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창립 이후, 한국 국내 노인복지사업과 북한 지원사업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빈곤
국가에서 구호 및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
팔, 케냐에 지부를 개설하고 활동가를 파견하여 교육, 식수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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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Mission)
지구촌 공생회는 배고픔과 아픔, 그리고 배우지 못해 좌절감에 빠져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존
중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자립기반을 함께 만들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
어 삶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1.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지구촌 이웃들에 대한 책임이다.
너와 나 그리고 세계는 하나임을 깨닫는다. 국가와 민족, 종교의 분별을 뛰어넘어 자비와 나
눔의 실천으로 지구촌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해 나간다.
2.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후원자에 대한 책임이다.
정직하고 투명한 분배로 후원자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
람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관대함,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가치들을 후원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3. 우리의 세 번째 책임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다.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여 소통이 자유로운 단체를 만든다. 창조적 사고를 이끌어내 인류사회
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한다.
▶ 비전(Vision)
우리는 고통 받는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종교, 정치, 문화, 이념, 피부색의 다름을 넘는 보편
적 인류애의 실현을 이룬다.

-2004년 캄보디아지부 개설
-2005년 끄랑야으 공생 유치원 완공
-2006년 크나이 공생 초등학교 완공(증축)
-2009년 앙꼬쩨이 공생 유치원 완공(증축)
따 뗀 영화초등학교 완공
깜폿주 크나이지역 도로 확장 사업(경기도청)
-2010년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1000기 완공
-2011년 뜨라빼양 뜨라우 금산사 초등학교 완공
정콧 박정순 초등학교 완공

▶ 식수지원사업
1. 생명의 우물 건립 2,000기
2012년 4월 현재 1,680기 건립완료 (재래식 1,253기 로프펌프 427기)
2. 우물 사후관리
2004년부터 건립된 우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진행
▶ 교육지원사업
1. 유치원 건립 및 지원
끄랑야으 공생 유치원
앙꼬쩨이 공생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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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건립 및 지원
크나이 공생 초등학교
따뗀 영화 초등학교
뜨라빼양 뜨라우 금산사 초등학교
정콧 박정순 초등학교
3. 지구촌 공생펀드
후원아동가정에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아동 후원
▶ 지역개발사업
1. 깜폿주 도로확장사업
2. 마을대상 재래식 화장실 지원사업
▶ 단기캠프
1.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지부는 매년 2~3회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1) 주요활동
- 예능교육 프로그램
- 위생교육 프로그램
- 체육대회 및 문화교류
- 캄보디아 농촌지역 일손 돕기
- 노력봉사(학교 환경미화)

본부 정보
▶ 명칭/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대표자/ 이사장: 송월주
▶ 연락처/ Tel: 82-2-3409-0303
▶ 홈페이지: http://www.goodhands.or.kr
▶ 메일주소: jigong04@gmail.com

▲ 식수지원-우물지역조사

▲ 식수지원-주민들과 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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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지원-설치된 우물

▲ 우물설치 후 기뻐하는 주민들

▲ 단기캠프-농활
▶ 학교지원-선생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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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나눔 실천회
Ven. Mother Park Chung Soo’s Won - Buddhist Relief Foundation

Gg:karmUlniFi seRg:a¼RB¼BuT§sasnav¨un rbs´Gñkmþay pak qg´s‘U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바탐방 2002년 10월 17일, 프놈펜 2010년 1월 1일
: 바탐방, 프놈펜
: [성명] 최지운 [핸드폰] 012-668-123
[E-mail] jiun81@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012-668-123, 092-708-324/[E-mail] jiun81@gmail.com
[주소] Okhcheay village, Sangkat Prek Preah Sdach, Khan Battambang ,
Battambang Province
▶ 일하는 사람들 : 총 18명, 한국인 3명, 현지인 15명
봉사자 : 정훈, 김자영 (해원협)

국경과 인종의 차별도 없이 종교의 벽을 허물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쉼없
는 열정을 바쳐 일해 온 원불교 성직자 박청수 교무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기 위하여 설
립된 단체입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이 수교가 되기 전 1988년부터 캄보디아를 돕기 시작했고, 난민돕기, 고
아원 설립 및 식비지원, 지뢰제거 후원, 의족ㆍ의수 지원, 교사양성 후원, 승려장학금 지
원, 우물ㆍ저수지공사, 생필품ㆍ의류 등 물품지원을 하였습니다.
2002년 국제NGO 로 등록을 하고 바탐방 지역에 무료병원을 세우고 2003년부터 질병치
료를 하고 있으며, 연간 만 여명의 환자들이 치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3만명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 40 -

또한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영어교육, 문화교실, 컴퓨터 교육 등
을 하였고, 2008년 9월 오인환 교육센터를 건축하여 한국어교육ㆍ 태권도ㆍ미술ㆍ음악
교육 등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원광탁아원에서는 프놈펜 외곽 언동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후 7
개월부터 45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아침 5:30 부터 오후 6시까지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문제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양 부모 모두 아이
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빈곤ㆍ무지ㆍ질병 구제
▶ 비전(Vision)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
-2002,10,17 캄보디아 외무부에 국제 NGO 등록
-2002,11,27 캄보디아 보사부에 Won-Buddhist Relief Clinic 등록

-2002,11,20 캄보디아 종교부에 Won-buddhism 등록
-2003, 03,25 Won-Buddhist Relief Clinic 개원
-2008,09,27 오인환 교육센터 개원
-2009,10,05 원광 태권도장 개관
-2010,01,01 원광 탁아원(Wonkwang Baby Daycare Center) 운영 시작

▶ 무료병원 : 내과 위주 진료. 중환자의 경우 큰 병원 연계, 수술비,병원비 지원 등
정기적인 외곽진료
▶ 교육
1.장학사업: 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선생 급여지원
초등학교 수리 또는 학교 비품지원
2.한국어 교육: 대학생, 취업생 한국어 교육
3.태권도 교육: 청소년 대상 태권도 교육과 더불어 생활체육 수업 겸함.
▶ 탁아사업: 7개월부터 45개월 영유아 돌보기
▶ 청소년 영성 함양 프로그램: 요가, 참선 등
▶ 각종 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교육, 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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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
(Cambodia Food for the Hungry)

캄보디아 국제개발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ambodi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1990년
: 프놈펜시, 깜뽓주, 다까에브주, 깜뽕스뻐으주, 깜뽕짬주,
오다르 민제이주, 라타나끼리주
▶ 대표자
: [성명] 이성민 [핸드폰] 012-264 364
[E-mail] csnsm@hot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23-6401-866, 023-6401-867
[E-mail] idicambodia@hotmail.com
[주소] #131, Street 1928, Bayab village, Sangkat Phnom Penh Thmey,
Kan Sen Sok, Phnom Penh,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이성민, 김창숙, 황반석, 김지선, 박석주, 박갑숙, 김 헌, 신미경, 윤옥
김희선, 문요한, 서혜원, 황하늘, 이규태 (직원 14명), 크메르인 61 명
신보람 (봉사자 / 해원협)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육적, 영적 굶주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
는 기아봉사단원을 보내며 긴급구호와 지속적인 개발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에 설
립된 한국 최초의 해외원조단체이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2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방
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설립되어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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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Missio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육적, 영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날까
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 비전(Vision)
지역공동체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고 그
들이 자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망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힘쓰는
크리스천 공동체로 성장한다.

- 국제기아대책기구 (FHI/C) 는 1990년 깜뽓주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 시작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95년부터 국제 NGO FHI/C에 소속되어 캄보디아 사업에
참여
- 2007년 8월 1일 국제 NGO IDIC로 캄보디아 외무부에 등록하여 독자적 활동 개시

▶ 어린이 개발사업 (Child Development Project)
어린이들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
한다.
▶ 청소년 개발사업 (Youth Development Project)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키워가도록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가난과 무지로
고통당했던 부모세대의 가난을 청산하고 자립하도록 양육하여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 지역 개발사업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여 쌀은행, 돼지은행, 도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친다.
▶ 교육 및 훈련사업 (Education & Training Project)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치
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도자훈련을 제공한다.
▶ 말라리아/댕기열병 퇴치사업 (Malaria & Dangue Fever Prevention Project)
모기장 및 모기약을 배부하고 방역과 함께 계몽활동을 펼침으로 모기에 의해 감염되어 치사율이 높
고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한 말라리아와 댕기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수자원 개발 및 위생사업 (Water & Sanitation Project)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아
직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건
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KRT IT 직업훈련 센터사업 (KRT IT Vocational Training Center)
컴퓨터 기초과정, 그래픽 전문과정 등을 가르쳐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센터를 건축중이며 2012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KFHI,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대표: 정정섭, 전화: 02-544-9544, 팩스: 02-544-3013, 이메일: sponsor@kfhi.or.kr
홈페이지: www.kfhi.or.kr, 주소: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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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장학금 전달

▲ 청소년 리더십 세미나

▲ 영어 학급 학생들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돼지 사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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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브라스밴드 창설
▶ 중고등학교에 화장실 제공

▲ 어린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 전달
▶ 모기장을 받는 라타나끼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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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네이버
INGO. Cambodia Neighbor

Gg:karGnþCatiexmbUDa eNb‘r&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8년 5월
: 프놈펜
: [성명] 김형기 [핸드폰]017-468-900
[E-mail]cambodianeighbor@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023-994-711 [E-mail]cambodianeighbor@gmail.com
[홈페이지] www.cambodianeighbor.org
[주소] #1Q, St NorthBridge, K4A Road, Sangkat TeokThla, Khan SenSok,
Phnom Penh
▶ 일하는 사람들 : 우이 디, 쌈밧 보노레이, 룬 반너으, 싼 싸롬, 레이 씨카, 츰, 락스메이
크리 쏘팔, 뻿 쩬다, 한 보파, 양 야리나, 꽁 분툰, 판, 쏘반, 양 까까다
헹 혼, 옥 김, 폼 팔, 꾸이 럴, 꽁 메사, 촌 꾸, 쏠, 차옴 참, 루은 미은
염 프은, 베잉 스레이멩, 까 짠나
봉사자 : 유민아(해원협), 진민경(해원협), 최민지(해원협)
강효은(해원협), 홍가영 (해원협)

캄보디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설립된 NGO로서 우물 후원, 작은 고아
원, 빈민촌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비전(Vision)
-국가의 절대적 빈곤과 기아퇴치에 기여하는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성장시키는 교육
-식수환경 개선등을 통한 빈민층의 생활환경 개선

-2006.09
-2007.02

웅진코웨이 우물파기 시작
그룹홈‘하나님 기쁨의 집’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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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2007.10
-2008.05
-2008.05
-2009.02
-2009.05
-2009.10
-2010.05

개인우물파기 시작
그룹홈‘아가페의 집’
개원
캄보디아 네이버 설립
캄보디아 외무부와 MOU협약
캄보디아 사회부와 MOU협약
그룹홈‘큰 숲의 집’
개원
스텅민째이 지역 결연아동 쌀 후원 시작
미래로 방과 후 학교 개교

▶ 스텅민째이 지역 1대1 결연 아동 후원

쓰레기매립장이자 현재 강제철거가 진행 중인 스텅민째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2008년부터 World Share
를 통해 후원자와 1대1 결연 사업을 통해 11명의 학생 후원. 매달 20kg의 쌀을 후원하고, 매년 교복과
학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우물 파기

국민의 90% 이상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빗물과 웅덩이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캄보디아의 깜뽓과 다께오 지역에 2006년부터 우물을 후원. 현재 웅진우물 700
개, 개인우물 576개 완공. (201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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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홈

2007년부터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가 AIDS에 걸려 자식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어린이
들을 작은 집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 세 개의 그룹홈‘하나님 기쁨의 집’
(남자청소년, 4
명), ‘큰 숲의 집’
(남자어린이, 5명), ‘아가페의 집’(여자어린이, 9명)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잠자리와 식사, 옷 등은 물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캄보디아의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함.

▶ 미래로 방과후 학교 :

정부가 강제 철거하여 이주시킨 보레이산티피읍 지역에 방과 후 학교 설립. 현재 오전, 오
후반 총 23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습의 기회와 점심을 제공. 정식학교에서 가르치
는 캄보디아어, 사회, 수학 외에 영어, 한국어, 음악, 미술 등의 특별 수업이 있음.
매일 내야 하는 촌지가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대부분의 보레이산티피읍 지역 학생들
에게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함. 특별히 장학제도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지만 집안
환경이 열악하여 정식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 20여명을 선발하여 매달 20kg의 쌀을 후
원하고, 정식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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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관리교육

▲ 우물 및 화장실완공 후 벽화

▲ 그룹홈 음악수업

▲ 그룹홈 미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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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of Cambodi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4년 3월
: 프놈펜, 씨엠립
: [성명] 이옥주 [핸드폰]078-70-80-80
[E-mail] histime@dail.org
▶ 기관 연락처 : [전화] 078-70-80-80 /[E-mail] histime@dail.org
[주소] St N’
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이옥주 부원장 , 김영란 주임, 고세인 주임
봉사자 : 이승엽(코이카 ODA), 이가영(코이카 ODA), 이지현(해원협),
이용현(해원협), 김시온(해원협), 최미나(개인), 이성희(국민은행&YMCA),
조경서(국민은행&YMCA),김정민(국민은행&YMCA),
이나래(국민은행&YMCA),정하늘(국민은행&YMCA)

다일공동체는 1988년 대한민국 청량리에서 굶주린 한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면
서 시작된 밥퍼 나눔이 모태가 되어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 가난
한 이웃이 있는 곳을 찾아 밥퍼(무료배식), 빵퍼(빵나눔), 보건의료, 교육 등의 일을 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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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Mission)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을 나누며,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한다.
▶ 비전(Vision)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2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설립 (프놈펜)
-2004 캄보디아정부 외교부 NGO승인
-2006 씨엠립 다일공동체 설립
-2006~ BCP(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 아동 의료 지원 현재 계속
-2007 씨엠립 다일천사클리닉 개원
-2009 씨엠립 다일수상유치원 개원
-2010 씨엠립 아동결연사업 시작
-2010 씨엠립 다일KB도서관 개원
-2010 씨엠립 쓰룩뿌억 예배당 설립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시작(제빵기술지원)
-2011 KOICA지원 저소득가정 소득증대 배지원사업 시작
-2011 씨엠립 샘물다일유치원 개원
-2011 씨엠립‘다일조선소’개원
-2012 쓰룩뿌억마을 대상 닭지원사업 시작

▶ 밥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지원하는 프놈끄라움, 쭝크니어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
공(500명)하여 기본적인 영양상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빵퍼
밥퍼 센터까지 걸어서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빵을 만들어 아이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 빵
을 나눔 (매일 800~1000개)
▶ 기초보건
기초 보건 위생 교육을 위해 손씻기와 양치질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밥퍼에서 밥 먹기 전
손씻기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함. 마을 이동 진료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에게 기초 보건 의료 서비
스를 지원
▶ 배지원사업
육지에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수상빈민촌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소득증대를 위해 배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주택지원과 식용수의 공급
▶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쭝크니어 지역의 전통마을을 계승하도록 돕기 위한
부레옥잠 공예 기술 전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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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금자리
Cambodia Bogumjaly Organization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2007년 7월
: Preykes Village, Prey Vihear Commune, Kong Pisey District, Kompong
Speu Province
▶ 대표자
: [성명] 이귀자 [핸드폰] 017-746-922
[E-mail] cambodianest@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92-590-773 / [E-mail] cambodianest@gmail.com
▶ 일하는 사람들 : 분튼, 쓰레이다, 이강산 외 요리사 및 현장인부 5명
봉사자 : 박희창, 이창호, 손선주,

결식아동과 빈민 아동을 돌보며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주는 국제아동구호 기구
▶ 미션(Mission)
빈민 아동보호, 교육, 문맹퇴치, 질병퇴치
▶ 비전(Vision)
결식아동과 빈민 아동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를 개선하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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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13 Cambodia Red Cross와 업무협정
- 약품, 위생환경 개선에 사용될 기자재 통관에 관한 사항 협정.
- 2008. 3.14. 외교통상부 국제NGO 법인 인가 “사단법인 보금자리”
- 2008.10.17 캄보디아 보금자리 현지 법인 외교부 등록 및 MOU 체결
- 2009.10.16 Cambodia 식약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호물자 무관세 반입 협정
- 약품, 식품 통관에 관한 사항 협의, 협조 요청

-진료소 건축 -매주 무료 일반 의약품 지급(400~500명 방문)
-방과후 언어교육 -크마에, 한국어, 영어를 공립학교 수업 후 교육함
-빈민 가족들에게 의류, 약, 위생용품 지원
-고아원생을 위한 복지시설 제공

▲ 곤충채집

▲ 미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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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의약품 지급
▶ 공작활동

▲ 운동회 행사

▲ 치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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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EWHA SOCIAL SERVICES

mCÄmNÐlesvasg:mGIuv¨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11년 10월 1일
: Phnom Penh, Kampong Speu
: [성명] 주성아 [핸드폰] +855-10-266-706
[E-mail] someday@ewha.ac.kr
▶ 기관 연락처 : [전화] +855-10-266-706, 704, 707, +82-70-8639-3190
[E-mail] someday@ewha.ac.kr
[주소] #73AB, St 2004, Sangkat Kakab, Khan Posenchey,
Phnom Penh,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주성아, Gnim Channarith, Neght Sokha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영문명 : EWHA SOCIAL SERVICES)는 이화여자대학교 사
회복지전문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캄보디아 국민의 삶의 질과 인
권을 증진하고, 대학연계 사회복지관 모델의 적용을 통해 현지의 자생적 복지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프놈펜 포첸통 지역에 개관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임.
(신한금융그룹 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 재단법인 우석장학회 후원)
▶ 미션(Mission)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지식과 창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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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으로 헌신하고, 캄보디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발전을
앞장서서 주도한다.
Lead development of social work field
Contribute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local community member
Devote through knowledge, creativity and specialty
▶ 비전(Vision)
세계로 나아가는 최고의 사회복지 허브
The Best Social Work Hub Toward the World
▶ 하위비전(Sub-Vision)
캄보디아 취약계층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전문적 실천 강화
캄보디아 현지 밀착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캄보디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교류협력 증진
한국 대학사회복지관 모델의 현지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증진

-2011년 10월 1일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영문명 : EWHA SOCIAL SERVICES) 개관
-2011년 12월
저소득 지역아동 방과후교실 개원
-2011년 12월
저소득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시
-2011년 12월
국제교류-한국 사회복지전공생 해외실습지도 개시
-2012년 1월
저소득 농촌지역아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작(Kampong Speu지역)
-2012년 2월
캄보디아 이화 사회복지센터 개소식
-2012년 5월
저소득 지역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실 개시

▶ 저소득 아동 및 여성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1.
저소득 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오전반, 오후반)
2.
저소득 아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권리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등)
3.
저소득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영어, 한글교육, 상담 등)
4.
저소득 지역아동, 청소년 데이캠프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저소득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6.
부모교육, 지역주민 교육문화사업
▶ 한국-캄보디아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지 사회복지 실천역량강화사업
1.
캄보디아 현지 사회복지 전공생 실습지도
2.
캄보디아 현지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활동지도
3.
한국-캄보디아 학생 국제교류 사업
4.
캄보디아 현지 기업봉사단 연계 및 활동지도
▶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
1.
한국-캄보디아 전문가 국제교류 사업(컨퍼런스, 공동 수퍼비전 등)
2.
한국 사회복지전공생 캄보디아 현지 해외사회복지 실습지도
3.
한국 대학생 봉사단 캄보디아 현지 해외봉사활동 지도 및 대학간 연계
▶ 연구조사 사업
- 근로취약계층 직업재활 욕구조사 실시 및 자료 발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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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조사

-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http://www.ewhawelfare.or.kr
- 캄보디아이화사회복지센터 E-Brochure
http://issuu.com/ewhawelfare/docs/ess-brochure/1

▲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전경 , 여성청소년 역량강화사업, 아동 방과후교실

▲ 농촌지역아동 데이캠프

▲ 기업봉사단 연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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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제이티에스
Cambodia JTS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9년 2월 20일
: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주
: [성명] 박 병 수(지부장 대행) [핸드폰] 097-499-0069
[E-mail] iyeseven@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70-8256-3058 / [E-mail] jtscambodia@gmail.com
[주소] Phnom 6, Banlung, Rattanakiri,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현지인 직원 1명 / Eang Vuthy
봉사자 : 박병수(해원협), 박성신(개인)

JTS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개발NGO이며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
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4년 째(2009년 시작)이며 교육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합니다.”
캄보디아JTS는 인간으로서 제공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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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Vision)
캄보디아JTS는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학교건축과정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 자립심 고취, 주민화합
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09.02 캄보디아JTS 사업시작(프레이뱅주)
-2009.04 프레이뱅주 2개 학교 건축 시작
-2009.12 2009년 지원학교(2개) 준공식
-2010.03 라타나끼리주 4개, 프레이뱅주 1개 학교 건축 시작
-2010.04 라나타끼리주로 사무실 이전
-2011.02 2010년 지원학교(5개) 준공식
-2011.03 라타나끼리주 5개 학교 건축 시작
-2012.03 2011년 지원학교(5개) 준공식

▶ 라타나끼리주 교육환경 개선사업
- 오지마을 학교건축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 지역정부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학교인증 및 교사 공급
- 다양한 교육기자재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주민참여방식의 학교건축을 통한 지역화합, 자립성 유도
·JTS는 자재공급, 마을주민은 부지·노동력 제공, 지방정부는 주민조직, 교사파견
·주민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한 자립성 유도
·학교건축과정을 통해서 지역간·주민간·관민간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 유도

▶ 한국JTS(서울 본부)
- 대표자 : 법륜
- 연락처 / 홈페이지 / 이메일 : 82-2-587-8756 / www.jts.or.kr / jts@j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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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회의 모습(2011년, 웬싸이 까춧)

▲ MOA 체결(2011년, 언동미어 양)

▲ 자재운반을 도와주는 아이들과 배로 자재운반중인 주민들(2011년, 웬싸이 깔음)

▲ 주민참여모습(2011년, 언동미어 모이)

▲ 주민참여모습(2010년, 타뱅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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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모습(2010년, 오춤 파촌톰)

▲ 자재운반(2011년, 언동미어 양)

▲ 문구류지원(2011년, 언동미어 양)

▲ 문구류지원(2011년, 웬싸이 깔음)

▲ 학교 완공(2011년, 타뱅 툰)

▲ 특별수업 : 미술교실(2011년, 타뱅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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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화지역복지센터
GREAT PEACE CAMBODIA (GPC)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9년 11월 16일
: 바탐벙 지역(Battambang Province)
: [성명] 유세희 [핸드폰] 855-12-207-040
[E-mail]saynice0118@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855-53-953-740/741 /[E-mail] saynice0118@gmail.com
[주소] Group 41, Prek Mohatep Village, Sangkat Svay Por, Battambang
City, Battambang Province,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15명/ 매니저 -Prum Mao
프로그램 코디네이터-Chan Ratha, Yan Sokhorn
프로그램 오피서 -Chab Ravorn, Vuth Vuothy, Meng Vantha
프로그램 자문- 고영진
프로그램 인턴 - Vithiea Socheata
프로그램 교사 - Mean Sinat, Uth Charikya, Sien Rinda, Roern Rorn
회계 - Kea Sovathany
급식, 청소 - Somang Sopeaup
경비 - Ma Vannak
봉사자 : 김문경(해원협)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 미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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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이후 사업운영권과 모든 재산권을
한국의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이양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에 바탐벙 태화지역복지센터(GREAT PEACE
CAMBODIA)가 세워졌고 지난 91년간 축적된 사회복지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복지관 모
델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를 도모합니다.
▶ 미션(Mission)
해외의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정신과 사회복지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통해 해당국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전(Vision)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큰 평화”(Great Peace)를 실현한다.

-2009. 8. 태화복지재단, 바탐벙 태화지역복지센터(Great Peace Cambodia) 사업개시
-2009. 11. 바탐벙 태화지역복지센터 개관기념식
-2010. 1.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와의
양해각서 체결
-2010. 10.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Youth and Rehabilitaion)와의 사업협약
(Project Agreement) 체결
-2011. 3. 민간단체 봉사단원 운영
-2012. 1.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단년도 사업 수행
-2004 캄보디아 정부(사회부)와 MOU체결

▶ 가족복지사업 : 아동방과후교실, 청소년 동아리 운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 지역사회보호사업 : 경제지원사업, 아동급식사업, 보건위생사업 등
▶ 지역사회조직사업 : 봉사단 운영, 지역사회행사
▶ 교육문화사업 : 문맹퇴치교실, 컴퓨터 교실, 재봉교실, 지역 영화상영
▶ 현지직원 교육사업 : 사회복지 교육

▶ 홈페이지 : www.taiwhafo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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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사업-방과후교실

▲ 지역사회보호사업-보건위생-이미용 서비스

▲ 지역사회보호사업-아동급식사업

▲ 교육문화사업-초등학교 놀이터 지원

▲ 교육문화사업-재봉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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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조직사업-바자회 개최

▲ 현지직원 교육사업-한국연수프로그램

▲ 현지직원 교육사업-사회복지교육, 워크샵

▲ 지역사회조직사업-초등학생 줄넘기대회

▲ 가족복지사업-청소년 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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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온 캄-코 문화복지센터
COPION CAM-KOR Culture and Welfare Center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6년
: 프놈펜
: [성명] 김범석 [핸드폰]089-263-130
[E-mail] woonyoun@copion.or.kr
▶ 기관 연락처 : [전화] 023-691-6825 /[E-mail]
[주소] N37 CE0, St488, Sangkat Psar Derm Thkov
Khan Chamkar Morn, Phnom Penh,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Nget Veasna, Neo Soklida, Khoem Socheat, Meach Amnort
봉사자 : 김남희(해원협), 박새미(해원협), 모혜림(해원협)

코피온 캄-코 문화복지센터는 2006년을 시작으로 도서관과 한국어 무료 수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로컬NGO들과 협업으로 개발사업과 장단기 봉사자 파견을 실시
하고 있다.
▶ 미션(Mission)
1. 해외봉사단과 국제봉사학습캠프 봉사자 파견을 통한 국제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21세기 세
계시민 양성
2.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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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단 활동의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
4.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NGOs/NPOs에 민간협력 지원
5. 글로벌 리더 훈련 및 양성
▶ 비전(Vision)
인류애를 실현하고 지구촌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006
MUV와 현지화 협약 체결, 문화복지센터 개소
2008 APCA와 현지화 협약 체결, 이동도서관 운영시작
2009 센터 재 이전(똘뚬뿡 지역)
2010. 5 현 센터로 이전(프사 담까으 지역)
▶ 도서관, 무료 한국어 수업 진행
2011 경기도청 ODA 사업
▶ 바탐방 Preak Preah Sdach Primary School 교사 건립
2012 Samsung-Copion“Hope for Children”사업
▶ KNKS, KCD, GDI에 프로젝트 지원

▶
▶
▶
▶

장·단기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개발협력사업
지구시민교육 사업
후원개발, 홍보·모금 사업

▶
▶
▶
▶
▶

본부명칭 : (사) 코피온
대표 : 김종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층
홈페이지 : http://www.copion.or.kr
E-mail : ngo@cop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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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사관학교 단기팀 파견

▲ 도서관 운영

▲ 삼성 Hope for Children 사업지원
▶ KCD-깐달지역 컴퓨터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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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TASK (Team And Seeds Kore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8년 3월 14일
: 바탐방
: [성명] 강문기 [핸드폰] 097-7372-119
[E-mail] moonddy@paran.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70-4104-5458 /097-7372-119 /[E-mail] moonddy@paran.com
#105 ,Narea Village , Narea Commune , Sarngke District ,
Battambang Province , Cambodia (캄보디아 지부)
▶ 일하는 사람들 : 강문기, 홍종환, 손동현, 강은규, 천준상, 송춘명, 허현
현지인스탭 15명 : Kin Saky (Genral Assistant), Nem Sikong (TaekwonDo Tea
cher), Pon Lok(Garden Care), Kear Danith(Education Assistant), Srey
Mom(Cleaner), Nem Lina (Education Assistant), Som Vannara (Computer
Man), Eng Rethey (Khmer Teacher), Som Somaly (Cleaner), Long Borin
(Hair cut Teacher), Lay Kim Peng (Korean Teacher), Moueng lekha (Korean
Teacher), Dy Sidon (Education Assistant), Suam Rassy (English Teacher),
Mey Kosal(Cooker)

본 법인은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 제3세계의 굶주린 아동을 지원하고, 인류평
화와 공존을 위해서 문맹퇴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각국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봉사정신을 심어줌으로써 국가간 우의를 증진시키는 민간외교기
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외교통상부에 등록하여
(등록번호 제 572호) 보다 심층적인 빈곤퇴치 및 사회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 전략적 중점 지원국가로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2008년 11월 캄
보디아 외무부에 TASK International NGO등록과 태스크 목적 사업에 대한 MOU를 체
결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꾸준히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내용은 빈곤 소외계층의 구호, 어린이들의 문
맹퇴치 , 질병예방과 기초 보건의료, 청소년을 차세대 지도자 육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IT교육 및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국제협력
단의 민간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바탐방 농촌지역 산업기술 교육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 미션(Mission)
1. 빈곤 소외계층의 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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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어린이들의 문맹퇴치 사업
질병예방과 기초 보건의료사업
청소년을 차세대 지도자 육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최빈국을 돕기 위해 해외 봉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
IT교육 및 문화교류사업

▶ 비전(Vision)
세계화의 영향으로 제3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은 대부분 제3세계의 나라들에 의해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3세계 등지의
빈곤, 환경오염, 전염병,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
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각 단체별로 소규모의 산발적인 의료봉사, 지역개발 문화교류 사업 등이 수 년동안 진행되
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원
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빈민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목적사
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울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국가에서 천재지변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위 사업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원들에게 올
바른 재물 사용과 기부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는다.

-

2008.3 사단법인 태스크 설립
2008.3 외교통상부 비영리 법인허가(허가번호 제572호)
2008.6 극빈자 식량지원(북한 쌀국수 20TON)
2008.6 캄보디아 유학생지원(2명)-한국어 교육
2008.6 캄보디아 기술협력복지 센터 지원(센터 수리,울타리보강 및 진입도로보수)

-

2009.1 극빈자 식량지원(북한지원)
2009.2 새터민 대학생 해외 연수
2009.9 캄보디아 교육사업 실시 (한국어,컴퓨터,재봉 등)
2009.10 캄보디아 체육대회
2009.10 캄보디아 바탐방 대학지원(건축,비품비지원)
2010.3 캄보디아 구제사업(바탐방) 의류 및 과자지원
2010.5 캄보디아 의료사업지원(서울 북노회 남 선교회 연합회)
2010.8. 사랑의 쌀 지원 (북한 식량지원)
2010.10 캄보디아 바탐방 대학지원(건축,비품비지원)
2011.10 바탐방주 수해지역주민에게 구호용 쌀 전달
2011.2~2012.2 국제협력단 민간단체지원사업실시(캄보디아 바탐방 농촌지역 산업
기술 교육사업)

▶ 한국 본부 명칭 : TASK
▶ 대표자 : 박 상 경
[핸드폰] 010-5354-29-894(한국)
▶ [주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6-6 서영빌딩 3층 (한국본부)
▶ [E-mail] komarine@dredging.co.kr

- 73 -

- 74 -

트러스트 앤 스마일
Trust&Smile(T&S)

Gg:karPaBeCOCak´ nigsñamjjwm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11년 4월 28일
: Siem Reap(시엠립)
: [성명] 최선진 [핸드폰]092-122-806
[E-mail]choisunjin76@naver.com
[홈페이지]http://www.trustnsmile.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63-966-911 [E-mail]trustnsmile@gmail.com
[홈페이지]http://www.trustnsmile.com
[주소] Group 10, Wat Bo Villiage, Sala Kamreik Commune, Siem Reap,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최선진, 국장(현지 책임자); 김형도, 본부(아데나 문화재단) 파견 직원; Phan
Sopheap ,매니저; Loeurn Toum, 현지 직원(크메르어 교사); Teng Samnang,
현지 직원(영어 교사); Sok Ka (Lin), 현지 직원(Nanny, Cook); Chea Lai, 현
지 직원(Nanny, Cook); Sok Sakoeur, 현지 직원(Nanny, Cook); Ly Channary, 현지 직원(Nanny, Cook)
봉사자 : 정재모(아데나 문화재단), 이만수(개인)

Trust&Smile(T&S)은 아데나 문화재단의 첫 번째 국외 지원 사업국으로 캄보디아의 심
각한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희망을 꿈꾸고 자신의 삶을 올바
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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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중점 교육사업으로 T&S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 결연 사업과 천 개의 희망 도서관 사업, 희망 우물 프로젝트 20, 현
지 보육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션(Mission)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문화, 복지, 보건 의료 등 통합 지원을 통한 ‘함께 나눔’ 실천
▶ 비전(Vision)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
자 양성

-2011년 04월 28일 : 현지 법인 Trust&Smile NGO 등록
-2011년 05월 18일 : CSCOHD 현지 보육원과 파트너십 체결(아동 숙소 무상 제공)
-2011년 05월 18일 : ‘천 개의 희망 도서관’ 캄보디아 도서관 사업 시작
-2011년 06월 18일 : T&S Children Center(아동 센터) 개소
-2011년 08월 25일 : 스폰서십(아동 결연) 시작
-2011년 12월 27일 : T&S와 함께하는 신나는 겨울 캠프
-2012년 03월 18일 : T&S Children Center(아동 센터) 이전

▶ T&S 아동 센터 운영
▶ 지역 결연 아동 사업(일대일 결연)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 도서관 사업
▶‘희망 우물 프로젝트 20’ 사업

한국 본부 정보
▶ <아데나 문화재단> http://www.athenacf.com
‘아데나 21 펀드’
에서 지난 2007년‘운용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취지에 따라‘아데나 장학
회’로 시작, 시작이래 5년간 국내장학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문화교육사업, 문화예술공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 대표자 : 엄수진 이사장
▶ 연락처 : 02-567-6952
▶ 이메일 : athenacf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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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소 직업학교 (한국외방선교회)
KOMISO VOCATIONAL TRAINING CENTER
( KOREAN MISSIONARY SOCIETY )

smaKmsasnTUtkUer¨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8년 3월 10일
: 프놈펜
: [성명] 김지훈 [핸드폰] 012-810-560
[E-mail] kmsturtle@gmail.com
▶ 기관 연락처 : [전화] 023-640-3230 /[E-mail] komisoschool@gmail.com
[주소] Phum Banla Saet, Sangkat Khmuonh, Khan Sen Sok, Phnom Penh,
Cambodia P.O.Box 2626
▶ 일하는 사람들 : 매니저 : 비레야, 경리 및 물품관리 : 노라 , 대외업무처리 및 물품구매 : 분
리, 가정방문 및 기숙사담당 : 라, 건물관리 및 기사 : 싸롬, 인성교육 선생 :
소팟, 미용교실 선생 : 스라이 또으잇, 재봉교실 선생
봉사자 : 이주미(개인)

정식 명칭은 한국외방선교회이고 프로젝트 명은 코미소 직업학교이다. 코미소 직업학
교는 메리놀에서 언롱껑안이라는 철거민 마을에서 학생지원을 해주면서 보고 느꼈던 것
을 토대로 만들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
고 철거민 마을을 조사하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Income 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간
단한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와 일반 공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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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직업학
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 학생모집에 애를 먹었고 지금은 기숙사(남자)운영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에서도
학생들을 받고 있으며 졸업생들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다.
가르치는 과목은 지난해 이발교실을 접어서 현재 남자는 오토바이 수리, 여자는 미용과
재봉이다. 시험은 따로 치지 않으나 자격은 우리 스탭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가난(가난
의 범위는 자체 규정)해야 하고 초,중,고 교육 중에 중퇴를 했어야 한다.
다른 단체의 협조나 추천의 경우 예외로 받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규정에 맞기를 희망한
다. 교육비는 일체 무료이나 개인교통비는 스스로 지불한다. (가족이 사는 집에 오가는
교통비) 남학생은 기숙사가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개인경비로 자취를 하거나 통학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전체 기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미션(Mission)
KOMISO는 빈민지역 주민들에게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인성 을 가르쳐 경
제적 자립을 이루게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 비전(Vision)
KOMISO는 캄보디아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평화로운 새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다.

2008년 언동(철거민 마을)에서 지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다. 외무부와의 MOU 체결은 2009년 2
월 17일에 사회복지부와의 MOU 체결은 7월 21일에 하였다.
가톨릭 순수선교단체로서 파푸아 뉴기니, 모잠비크, 대만, 중국, 멕시코,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예
정지(앵커리지, 부루클린교구) 에 파견 나가 있는데, 공식적인 NGO 활동은 캄보디아가 처음이다. 그
래서 2004년부터 메리놀 외방선교회(미국) 캄보디아에서 스탭으로 일하면서 NGO에 대한 교육을 3년
간 받았었다.

▶ 가난하고 학교를 중퇴한 17세이상과 성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 직원을 대상으로한 전문화 교육
▶ 무료진료소 계획중 (7월중 시작) - 철거민 마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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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복지재단
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

mUlniFikUer¨sMrab´CMnYyBiPBelakenAkm<úCa

▶ 사업개시일
▶ 사업지역
▶ 대표자

: 2006년 5월
: 프놈펜, 바탐방, 껀달
: [성명] 이근희 [핸드폰] 855) 012-705-820
[E-mail] josephlee59@hanmail.net
▶ 기관 연락처 : [전화] 855) 023-317-315 [E-mail] josephlee59@hanmail.net
[주소] #15C, St.110z, Kakab Commune, Dangkor District, Phnom Penh,
Cambodia
▶ 일하는 사람들 : 킴 바낙, 쎄익 나리, 펀 꾼티어, 쏜 빗쪗, 투어 파홈, 소 파리, 차에 사란, 세이
짠투, 찌어 스레이 뻐으, 쭘 리나, 쏨 쏘꾼티어, 누 쏘펙트라, 쏨 소티비
봉사자 : 박달라(해원협), 노순애(해원협)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역, 민족,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
게 희망을 전하는 국제NGO입니다.
▶ 미션(Mission)
완전성: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의 완전성을 본받아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평화
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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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어려움에 처한 민족들의 지역개발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
습니다.
전문성: 모든 임직원들은 국제 NGO로 그 역할을 충실하고 영향력 있게 발휘하기 위해 각자
가 맡은 영역 가운데 전문성을 높입니다.
투명성: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 하나하나 그 목적에 따라 집행되며 모든 후원금은 사용
영역별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비전(Vision)
가난하고 소외되고 분쟁지역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여 연합함으로써 행복한 세
상,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합니다.

-2006년 : 외무부, 사회복지부와의 MOU 체결
고아원 및 빈민 아동 급식사역 시작 (KOICA와의 협력)
-2007년 : 청소년 복지관 운영 시작 (현재 23명의 중.고. 대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2009년 : 교육사역 시작 (껀달 유치원, 바탐방 유치원)
-2010년 : 문화사역 시작 (영화 및 도서번역 및 배포)
-2012년 : 사립 초등학교 운영 (바탐방 - 유치원 사역과 연계)

▶ 새순아동케어센터
원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기본 의식
주와 학습지도 및 예체능활동 지원과 더불어 바른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을 위한 신앙교육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양육합니다. 현재 35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돌
보고 있습니다.
▶ 유치원·초등학교
국내 기업·교회의 지원으로 건축된‘껀달 꿈의 유치원(껀달)’,‘우리들 유치원(바탐
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바탐방 지역에 건축중인 초등학교가 2012년 10월 개교 예정
입니다.
▶ 도서번역사업
국내 기업‘POSCO e&c’의 지원으로, 2010년 10월 번역 및 출판을 시작하여 2012년 6월까
지 캄보디아 6개도 중고등학교 22곳에 위인전 5,500권을 보급하고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양서보급 및 독서를 장려하였습니다. 초기 사업 후 학생 및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을 받음으로, 앞으로 더욱 지속될 계획입니다.
▶ 아동결연사업
저개발국 아동의 바람직한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교육적 지원을 위한 1:1 아동결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의 필요에 따라 봉사단을 조직하거나 모금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의 생
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 현지 정계 주요인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본부정보: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온 세상의 행복을 꿈꾸는 한민족복지재단은 국내외와 북한
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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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순아동케어센터 야외활동

▲ 독후감대회

▲ 껀달 꿈의 유치원

▲ 아동결연사업(생계지원/주거환경개선/교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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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관련기관 소개

2012 워크숍-시하누크빌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 소개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는 캄보디아 내의 한국 개발 NGO들 간의 협력 및 캄보디아에
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조직된 자발적 협의체입니다.
2012년 7월 현재 총 22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연중 1회의 총회 및 3회의 정기회
의를 가집니다. 또한 신규 봉사단원 현지교육 및 지부장 및 직원대상의 워크샵, 기관방문 등을
통하여 캄보디아 내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자격은
1) 캄보디아 정부에 국제 NGO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 개발 NGO
2) 본부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캄보디아 내에 지부와 상주 인력이 있는 한국 개발
NGO입니다.
* 2010~2011년 임원명단 : 김형기 회장, 오인돈 부회장, 박소현 서기, 손수진 회계
* 2012년 임원명단 : 이성민 회장, 오인돈 부회장, 유세희 서기, 박정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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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재캄보디아 한국 개발NGO 협의회(Council of Korea NGO for Development
in Cambodia)라 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처는 캄보디아 내에 둔다.
제 3 조 본회의 목적은 캄보디아 내의 한국 개발NGO간의 협력과 캄보디아에서 회원단체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있다.
제 4 조 본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와 협력관계를 갖는다.

제2장 조직 및 회원의 가입
제 5 조 본회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개발NGO로 조직한다. 단 회원단체는 캄보디아 현지
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개발NGO로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캄보디아 정부에 정식으로 국제NGO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 개발NGO
② 본부가 한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캄보디아 내에 지부와 상주 인력이 있는
한국 개발NGO
제 6 조 본회의 회원의 가입
① 본회 회원은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관한 세칙에 적
합여부를 임원회가 심의하여 정기회에 보고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 7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서기 1명

④ 회계 1명

제 8 조 본회의 임원 및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 회장을 대리한다.
③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회계는 회의 일체 재정을 담당한다.
⑤ 고문은 본회의 지도를 담당한다
제 9 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및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본회 임원은 회원단체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본회 고문은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사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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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

회

제 10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는 분기별로 회집하되 매년 첫 번째 정기회를 총회로 한다.
② 임시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 11조 ① 본회 재정은 각 회원단체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집행한다.
② 본회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단 2010년 회계연도는 창립총회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한다.
③ 본회의 회비는 2월 정기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2조 본 규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 13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4조 본 회의 창립총회는 2010년 8월 정기회로 하고, 창립회원은 창립총회 참석(위임 포함) 회원으로
한다.

협의회 운영위원회
(2012. 5. 30)

협의회 정기회의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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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소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는 지구촌
곳곳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원조사업을 하는 한국개발NGO의 협의체입니다. 개발NGO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통해 해외원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봉사단 파견, 실무자 및 단체 역량강화, 해외원조에 대한 조사연구, 외국NGO 및 국제기구와의 교
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SION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이 보장되는 세상.

MISSION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계 시민 정신을 함양한다.
정부가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 NGO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대와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개발 NGO와 그 실무자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2. 해원협 사업
1) 민간단체 역량 강화
해원협은 한국 개발NGO의 사업이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
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뿐 아니라 사업장 현지에서도 진행되며, 분야에 따라 기초•기본•심화 과정으로 나
누어집니다.
2) 국제개발협력 교육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적합한 소양과 지식,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
용성을 키우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정책 및 연구조사
국제개발협력은 많은 이해 관계자 및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원협은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국
내외 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며 개발NGO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국제
사회의 개발 정책에 관해 한국 개발NGO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 협력 및 연대
해원협은 해외 사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개발NGO들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현장의 사업 수
행 역량 강화 및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현지 개발NGO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지 네트워크 활동 내용 : 네팔, 아이티, 캄보디아, 몽골, 케냐, 탄자니아
- 실무자네트워크 : 회원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자 네트워크(UNGO)
- 국내외네트워크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BetterAid Development Cooperation,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KoFID(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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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단체 해외봉사단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은 해원협이 사업을 총괄하고, 회원단체(파견NGO)의 사업장에 단원을 파견합니다. KOICA가
재정 지원 및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로 참여하여 일반 시민과 개발NGO, 정부기관 등 삼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2004년 33명의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이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1,000여명의 단원들이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활동
하여 왔습니다. 2011년에는 35개국, 45개 단체, 198명의 단원을 파견했습니다
6) 긴급구호
해원협에서는 긴급 구호 발생시 회원단체들의 활동 및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 간의 활동을 조정, 협의하는 역
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체의 지원 현황과 정부의 계획을 상호 공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민간단체의 전반적인긴급 구호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회원단체 명단 : 2012년 7월 현재 91개 단체
4. 해원협 연락처
전화 : 82-2-2279-1704~6
팩스 : 82-2-2279-1719
홈페이지 : www.ngokcoc.or.kr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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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소개
KOICA 캄보디아 사무소는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사업,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사업, NGO 지
원 사업, 국제기구 공동 사업 등 총 5가지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 38건의
프로젝트, 1,853명의 연수생초청, 총 298명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총 61건의 민간단체 지원 사
업, 2건의 국제기구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무소의 주요 업무
1. 프로젝트 사업 : 농촌개발, 보건의료, 인적자원강화, 인프라구축의 4개 분야
대표적인 사업을 예로 들자면, 농촌개발 분야에 캄보디아 ‘캄퐁참주 크로치마군 농촌종합 개발 사
업’, 교통 및 녹색에너지 인프라 분야로는 ‘씨엡림의 한국순환도로 건설 사업’, 인적자원개발
분야로는 ‘캄보디아 HRD 센터건립사업’, 보건 의료 분야에는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기능개
선 사업’ 등이 있음.
2. 연수생 초청 사업 :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식 개발모델을 전수하여 연수생
의 역량 강화와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기여
3.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사업 :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과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현재 봉사단은 교육, 의료, 지역사회 개발로 나뉘어 각
20여개 주에 90여명이 파견되어 활동 중임.
4. 민간단체 지원 사업 : 민간단체의 해외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NGO 지원 사업과 CSR 프
로그램 등이 있음.
5. 국제기구 공동 사업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JICA, UNIDO와
의 협력사업 등이 있음.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특징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국별 협력전략(CPS)이 캄보디아 정부의 개발계획(NSDP)과 일치하여 캄보
디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봉사단원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한 봉사단체인 ‘쏙써바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낙후지역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등입니다. 이처럼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는 캄보디아의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캄보디
아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연락처
전화 : 855-23-964-150/1/3
팩스 : 855-23-9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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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 회원 명단 및 연락처
No.

단체명

이름

직책

지역

연락처

메일

1

국제옥수수재단

김대윤

지부장

프놈펜

070-990-011

dy.k@hanmail.net

2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손수진

지부장

프놈펜

092-694-604

ssjin-7@hanmail.net

3

돈보스코 포이펫

강종명

지부장

포이펫

012-662-302

sdbkang@yahoo.co.kr

4

로터스월드

효진

지부장

씨엠립

097-552-3010

bwc0421@hanmail.net

5

캄보디아
태화지역복지센터

유세희

지부장

바탐방

012-207-040

saynice0118@gmail.
com

협의회
서기

6

반티에이 쁘리업

오인돈

지부장

깜뽕스푸

092-255-613

indonsj@gmail.com

협의회
부회장

7

사단법인 위드

김선미

지부장

깜뽕스푸

092-683-060

sunmi8383@gmail.com

8

월드투게더 캄보디아

엄태근

지부장

깜뽕참

012-459-746

wtc.officer@gmail.com

9

위스타트 패쓰웨이 센터

박지원

센터장

따께오

077-454-809

wlsdnr10v2@naver.
com

10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지부

박정효

PM

따께오

078-607-268

goodhandscambodia@
gmail.com

11

청수나눔실천회

최지운

지부장

바탐방

012-668-123

jiun81@gmail.com

12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

이성민

지부장

프놈펜

012-264-364

csnsm@hotmail.com

13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이옥주

부원장

씨엠립

078-708-080

histime@dail.org

14

캄보디아 네이버

김형기

지부장

프놈펜

017-468-900

cambodianeighbor@
gmail.com

15

캄보디아 보금자리

이귀자

지부장

깜뽕스푸

017-746-922

lgj0123@hanmail.net

16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주성아

지부장

프놈펜

010-266-706

someday@ewha.ac.kr

17

캄보디아 JTS

박병수

지부장(
대행)

라타나
끼리

097-499-0069

iyeseven@gmail.com

18

코피온
캄-코문화복지센터

김범석

센터장

프놈펜

089-263-130

woonyoun@copion.
or.kr

19

TASK

강문기

지부장

바탐방

097-737-2119

moonddy@paran.com

20

Trust & Smile

최선진

국장

씨엠립

092-122-806

trustnsmile@gmail.com

21

한국외방선교회

김지훈

지부장

프놈펜

012-810-560

kmsturtle@gmail.com

22

한민족복지재단

이근희

지부장

프놈펜

012-705-820

josephlee59@hanmail.
net

기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오혜란

코디네
이터

프놈펜

092-491-101

hyeran60@hanmail.net

- 92 -

기타

협의회
회계

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