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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정부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적지원 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인재양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ww.koica.go.kr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는 세계 여러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개발NGO의 협의체입니다.  

개발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NGO간 정보공유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NGO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ngokcoc.or.kr

발행  2020년 12월 발행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전화  02-2279-1705 팩스  02-2279-1719        홈페이지  www.ngokcoc.or.kr



2018-2020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REPORT

ⓒ 표지사진_세이브더칠드런_에티오피아 소말리주 국내실향민 대상 급수탱크

2018-2020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보고집



C o n t e n t s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소개

01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_ 6

02 한 눈에 보는 2018-2020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_ 8

2018-2020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보고

01 아시아 _ 15

02 아프리카 _ 33

03 중동 _47

04 남아메리카 _51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소개

01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02 한 눈에 보는 2018-2020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 한국해비타트_말라위 치콰와 주 카부카 캠프지역_긴급쉘터키트 사용모습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전 세계의 재난재해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호 및 복구, 

추가 재난예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2년부터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인위적 재해와 자연재해 당시 및 직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적 활동은 민간인과 더 이상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비전투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재민들에게 식량, 식수, 위생,  

주거, 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이 재난 전의  

생계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Good Humanitarian Donorshi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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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8-2020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사업 현황 개요(2018-2020년 합계)

2018-2020 3년 동안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19개 국가에서 62개 사업, 약 100만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인적재난(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대응 활동이었으며, 2018 로힝야 난민, 2014 남수단 난민, 2011 시리아 난민 등 장기화 된  

난민 대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19년 말부터 발생한 COVID-19 확산은 현재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2020년 총 10개 사업이 COVID-19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 사업으로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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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수 사업 수 지원 금액(억 원) 수혜자 수(만 명)

1개 사업 

1.1만

1개 단체 

2.3억

3개 사업 

10.8만

1개 단체 

6.0억

1개 사업 

0.7만

1개 단체 

1.0억

2개 사업 

0.5만

2개 단체 

1.7억

2개 사업 

0.03만

1개 단체 

3.1억

4개 사업 

3.8만

1개 단체 

10.8억

1개 사업 

0.08만

1개 단체 

2.4억

1개 사업 

0.1만

1개 단체 

1.3억

1개 사업 

0.4만

1개 단체 

1.0억

1개 사업 

0.7만

1개 단체 

2.3억

3개 사업 

0.3만

2개 단체 

4.9억

6개 사업 

2.6만

3개 단체 

19.1억

7개 사업 

11.4만

3개 단체 

24.9억

아이티

지진, 콜레라 대유행 이집트

COVID-19 긴급구호

탄자니아

부룬디 난민

말라위

싸이클론 이다이

모잠비크

싸이클론 이다이

남수단 

남수단 내전,
국내실향민(IDPs)

레바논

시리아 난민

케냐

남수단 난민, COVID-19 긴급구호

우간다

남수단 난민

말리

식량위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식량위기

에티오피아

가뭄, COVID-19 긴급구호

페루

COVID-19 긴급구호



62개 사업

지원 금액

사업 국가 참여 단체 사업

사업 수혜자(직접수혜자)

약100만 명 

(1,096,787명, 남 45% 여 55%)

144 억 원

(14,420,070,083원)

19개국 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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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사업 

3개 사업 

2개 사업 

2개 사업 

3개 사업 

1개 사업 

65.1만

0.8만

6.8만

0.1만

4.1만

0.2만

10개 단체 

1개 단체 

2개 단체 

2개 단체 

2개 단체 

1개 단체 

41.1억

6.2억

4.9억

4.3억

3.4억

3.4억

60.7억

35.0만

2018 13개국

2019 12개국

2020 12개국

2018 15개 단체

2019 14개 단체

2020 12개 단체

2018 18개 사업

2019 22개 사업

2020 22개 사업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40.8억

59.2만

40.8억 15.4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COVID-19

미얀마

자연재해(홍수 등)

필리핀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 COVID-19 긴급구호

인도네시아

쓰나미 

라오스

홍수

네팔

홍수, COVID-19 긴급구호



식수 및 위생(WASH)

WATER, SANITATION & HYGIEN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HEALTH LIVELYHOOD

보건 생계지원

식량안보 및 영양

인도적 지원 활동 성과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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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명이 생계지원 물품을 제공받고,

1,297명이 직업 훈련 및 창업지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업 훈련 및 창업지원 교육 51회 제공되었으며, 

237개의 창업 키트 및 기자재가 제공되었습니다.

직업훈련 및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은 후  

실소득이 94% 증가했습니다. 2,452명의 보건요원이 훈련을 받았으며, 

보건 교육·훈련·캠페인이 63,377회  

제공되었습니다.

WASH 교육·훈련·캠페인을 5,127회 

제공하였고, 26,345명이 참가했습니다.

1,200,000L의 안전한 식수를 식수차로  

공급하고, 448개의 WASH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240개, 손씻기 시설 66개, 

식수 저장 시설 14개 등)

131,060명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7,152가구가 현금지원을 받고, 

1,591가구가 주거 용품을  

제공받았습니다.

106,697명에게 식량 및 

영양식(식량키트, 과일)을 제공했습니다.
WASH 물품을 209,662명에게  

지원하고, (비누, 손소독제, 마스크 등)  

53,637개 제공했습니다.  

(물정화제, 모기장, 면 마스크 제작)

보건 물품을 248개 제공하였으며, 

17개의 보건시설에  

보건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가스버너 10만대, 종자키트 1150개,  

과일묘목 7815개 등 108,965개의  

식량안보·영양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9,183명의 참가자가  

식량안보·영양 교육·훈련·캠페인에  

함께하였고, 총 38회 제공되었습니다.

2개의 직업훈련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분야별 성과 내용은 단체별 성과 지표에 따라 일부 중복 계산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경감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GENDER

젠더(GBV)

PSYCHOSOCIAL SUPPORT

심리지원

EDUCATION

아동보호 및 교육

보호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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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DRR 목적으로  

684개 시설물을 구축했습니다. 

(대피소, 다리, 도로, 빗물저수조, 관정우물 등)

77개의 재난관리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447개의 물품을  

배분했습니다.

29,113명의  

아동이 교육·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33,897명의  

아동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았습니다.

481명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16,587명의

여성에게 Dignity 키트 

(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 등)를

제공했습니다.

7,262명에게 심리사회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심리사회적 지원 및 아동폭력 피해 관련 

서비스 받은 아동 3,024명 포함)

총 90회의 심리사회적지원  

교육·훈련·캠페인을 제공하였으며,  

495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받은 심리지원단(여성)이 

4,040회에 걸친 방문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602개의 자조모임이 

조직되었습니다. 

GBV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훈련·캠페인을  

9회 제공하였으며, 

4,391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성 및 지역리더, 경찰 대상 

젠더인식교육 305명 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공간 및 시설물을 25개 

설치했습니다.  

(여성 친화·커뮤니티 공간 5개, 

태양광 가로등 3개 등)

2,962개의  

아동보호·교육 시설  

및 교구를 제공했습니다.  

(임시교육공간 57, 아동친화공간 5, 

태양열 라디오 2,115 가정,  

아동친화독서공간 200)

학부모, 교사,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1,446명이  

아동보호 교육·훈련·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교육·훈련·캠페인이 98회 제공되었으며, 

5,661명, 24개의 학교,  

35개의 마을에서 참가했습니다.

2개 마을과 5개 학교가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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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사업분야별

식수 및 위생

로힝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단위: 억 원)

아동보호 및 교육

COVID-19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경감

남수단

식량안보 및 영양

시리아

보건

싸이클론
이다이

젠더(GBV)

생계지원

인도적 지원 활동 성과 : 사업비

*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성 경비, 사업홍보비 등을 제외한 해당 분야 직접사업비만 해당

20.8

43.9%

46.9%

3.4%

5.8%

16.3

15.3

13.8

13

13

7.8

(단위: 억 원)

인적재난(분쟁)

81.3억

자연재해
40.9억

감염병
(COVID-19)

22.1억

56.3%

28.4%

15.3%

긴급구호
9.3억 

분쟁하 
성폭력
24.7억

난민/IDP 
지원
60.5억

재난위험경감
26.8억

조기복구
0.8억

18.6%

17.1%

15.3%

6.5% 0.6%

42.0%

사업유형재난구분

주요이슈별

31

22.1

14.1

7.2

2.7

63.3억 원

67.6억 원

4.9억 원

8.3억 원

긴급구호
(COVID-19)
2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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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프리카

03 중동

04 남아메리카

ⓒ 세이브더칠드런_에티오피아 소말리주 국내실향민 대상 급수탱크



아시아

-사업 국가 표시

-주요 이슈: 로힝야 소개? 주요 이슈 타임라인 

소개?, covid-19 대응 따로 표기?
| 주요 이슈 |

로힝야 난민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미얀마 라카인주 내 정부군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진압 작전으로 소수민족인 로힝야 족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9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남부 국경 너머에 살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인 대응에서 현재는 장기간의 비상사태로 전환되었고,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범위가 축소되면서 난민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출처:  “The Rohingya : A humanitarian emergency decades in the making”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in-depth/myanmar-rohingya-refugee-crisis-
humanitarian-aid-bangladesh

ⓒ 기아대책_2019 방글라데시_로힝야 난민 심리지원활동 워크샵에 참여한 난민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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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A s i a

네팔 Nepal

글로벌케어•더멋진세상

라오스 Laos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미얀마 Myanmar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방글라데시 Bangladesh 

기아대책•더프라미스•세이브더칠드런•아디•아시아포커스•

컨선월드와이드•코피온•한국월드비전•한국JTS•한국해비타트

인도네시아 Indonesia

에이팟코리아•플랜한국위원회

필리핀 Philippines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한국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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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글로벌케어•2019.10.~2020.03.

네팔•글로벌케어•2020.07.~2020.12.

사업지역   

네팔, 라우타하트 주 Rautahat Dsi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3,920명

사업목적

•   홍수피해 지역에 인도적 대응을 통한 피해 지역주민의  

고통 경감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핸드펌프 35개 설치

•  여성 및 신생아 700명에 개인위생 유지 관리를 위한 위생키트 

배분

• 4개 보건지소의 위생시설 보수

• 4개 보건지소의 여성 보건요원 30명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업지역   

네팔, 팔파 주 Palpa Dsi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8,567명

사업목적

•  COVID-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기적절한 식량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

사업 활동 및 성과

• 긴급 식량키트 2,200가구 배분

•  지역주민 대상 COVID-19 예방 교육 및 위생용품 2,200가구 

배분(가구당 1회 교육)

01  

긴급구호  2019 네팔 라우타하트 지역 몬순홍수피해  

긴급구호

02  

COVID-19  2020 네팔 탄센 COVID-19 대응 긴급구호

ⓒ 글로벌케어_여성보건요원 워크샵

ⓒ 글로벌케어_위생키트 배분

ⓒ 글로벌케어_COVID-19 예방 교육 및 위생용품 배분

ⓒ 글로벌케어_식량키트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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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더멋진세상•2020.07~2020.12.

사업지역   

네팔, 꺼이랄리 주 Kailali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직접수혜자 18,037명

사업목적

•  인도에서 귀국한 네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COVID-19 격리시설  

거주를 위한 식량과 위생물품, 검사키트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귀국 노동자들의 안전한 가정복귀 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격리시설 거주자 7,000명 대상 비상식량과 위생용품,  

겨울 침구 20세트 지원

• 여성 거주자 대상 위생용품 지원

• 격리시설 개인용 모기장 배포로 말라리아와 뎅기열 예방

• COVID-19 진단을 위한 VTM 11,000개 지원

•  COVID-19 PCR검사 직원과 병원의 의료진에게 방호복과 위생키트 

1,000세트 지원

03  

 COVID-19  2020 네팔 극서부 COVID-19로 인도에서 이주한  

네팔노동자들의 긴급구호 (격리시설 중심으로) 

네팔 Nepal • 라오스 Laos

ⓒ 더멋진세상_COVID-19 격리시설 거주 여성 대상 여성용품 지원

ⓒ 더멋진세상_인도 국경지역 COVID-19 격리시설 거주민 식량지원

ⓒ 굿네이버스_심리사회적지원 교사 워크숍

라오스•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2018.09.~2018.12.

협력기관: 로터스월드,아시아협력기구,지구촌공생회,태화복지재단

사업지역   

라오스 아타프 주 Attapeu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131명 

사업목적

• 아타프 주 홍수 피해 지역 아동의 교육접근성 강화 

• 아타프 주 홍수 피해 지역 아동의 기초건강 개선 

사업 활동 및 성과

•  홍수피해 지역 내 임시 교육 공간 구축(TLC) 및 교육 기자재 

(칠판, 책걸상, 손씻기 시설) 지원

• 피해 지역 학생 대상 교육 물품(교과서, 학용품, 교복, 가방) 지원

• 피해 지역 학생 대상 기초보건서비스(건강검진, 비타민) 제공

•  피해 지역 아동보호인력(교사, 지역 관계자) 대상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교사 교육 진행

• 피해 지역 아동 대상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실시 

04  

긴급구호  2018 라오스 홍수 피해 긴급구호 공동대응사업

ⓒ 굿네이버스_학교 기자재(책,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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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단_교사대상 DRR 트레이닝

사업지역   

미얀마 에야와디관구 Ayeyarwaddy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1,184명 / 2차: 3,059명 / 3차: 4,033명

사업목적

•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  마을 및 학교 재난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재난위험관리  

거버넌스 구축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마을 및 학교 대상 인식개선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  

조기경보 시스템구축, 재난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모의훈련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대피소 1개소, 대피교량 2개소 및 대피도로 2개소 건축 완료

•  마을·학교 재난관리위원회 조직 

(1차: 17개·12개 / 2차: 17개·12개 / 3차: 18개)

•  재난위험경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1차: 17개·12개 / 2차: 17개·12개 / 3차: 18개)

• 35개 마을 및 24개 학교 재난모의훈련 완료

• 18개 마을 대상 COVID-19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지역기반 재난위험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을 재난관리위원회와

의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워크숍 장소가 아주 작은 군소재지임

에도 불구하고 전기 없는 외진 마을에 사는 리더들은 이곳이 낯설고 어색

해보입니다. 생전 처음 만나보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들 앞

이라 그런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크숍 세션 중에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 초반에

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이제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첫째 그

룹은 “마을 재난관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통해 재난위험경감을 할 것인

지?”에 대해,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자연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게하고, 

재난에 취약한 그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재난의 위험이 높은 우기가 

오기 전에 마을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둘

째 그룹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먼저 대피시키고, 긴급 물품을 배분하

며 인원점검을 통해 고립되었을지도 모르는 주민들을 빠르게 파악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셋째 그룹은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요청을 위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수립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신속히 연락

하고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무원들 앞이라 어렵고 수줍던 주민들이 앞에 나가 발표하고, 관계부

처 공무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연락처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니 

신기합니다.

“거버넌스 구축”, 어렵고 참 거창해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보다, 맞든 틀리든, 발표의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

들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고자 토론하는, 이 역동적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미얀마•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2018.08.~2020.12.

05  

 1차  2018 미얀마 마을 및 주민 재난 대응력 강화 사업 

 2차  2019 미얀마 마을 재난대응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3차  2020 미얀마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난위험경감사업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단_마을 DRR 트레이닝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단_마을 재난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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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2 : 기아대책 

미얀마 Myanmar • 방글라데시 Bangladesh

방글라데시•기아대책•2018.08.~2019.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콕스바자르 시 꾸뚜빨롱 난민캠프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68,337명 / 2차: 54,878명

사업목적

•  꾸뚜빨롱Kutupalong 난민캠프 내 로힝야 난민들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서비스 제공

• 심리 안정 활동 수행 및 심리지원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 활동 및 성과

•  365일 24시간 보건 서비스 제공 

(총 92,252회 진료 서비스 실시)

• 심리지원활동가 20명 육성

•  개별 가정 방문 통한 위생 강화 교육 실시 

(1차: 118,434회 / 2차: 141,988회)

•  수혜자의 수요에 맞춘 약품 제공 다양성 확대 

(신규 약품 83종 구입 및 제공)

• 보건활동가 및 심리지원활동가 역량강화센터 건축 및 운영

인도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매우 다양한 수혜자 인터뷰를 진행합니

다. 수혜자의 필요를 조사하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으레 하는 질문은 ‘무

엇이 가장 힘드냐’ 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

상 하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수혜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동일한 생각

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들의 대답이 생필품이나 식량과 연계될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대답한 로힝야 난민 이브라힘(가

명)씨의 이야기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린 난민 캠프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 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다. 잘못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식량은 넉넉하

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지원받고 있고, 씻을 물도 여러 우물에

서 공급 받고 있다. 좁지만 비를 피할 텐트들도 웬만한 가정들은 모두 가

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것이 아

니다. 우리가 평생 가꾸고 살아갈 땅, 토지, 영토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HDP 

NEXUS가 정말로 시급한 과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적지원활동가로서 난민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열심히 

수행하여도,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 들의 외교적 협력과 공동의 지원이 함

께 따라 주어야만 이브라힘씨의 필요를 진정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06  
 1차  2018 방글라데시 로힝야 분쟁 난민 보건 서비스 지원 

2차  2019 방글라데시 로힝야 분쟁 난민 보건 서비스 지원

ⓒ 기아대책_텐트를 방문하여 위생 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자원활동가

ⓒ 기아대책_새롭게 건축한 자원활동가 역량 개발 센터

ⓒ 기아대책_심리지원활동 워크샵에 참여한 난민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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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콕스바자르 우키야 팔랑칼리 슈피올라카타 캠프 16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20명

사업목적

•  외상 사건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안정성 회복

사업 활동 및 성과

• 아동의 심리적 안정도 조사

•  GRAS 데이케어센터 80여 명(정기 출석 아동) 아동의 자기 돌봄 프로그램 

진행

• 아동이 속한 32가족 및 7명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   GRAS 난민지원센터 인근 아동 돌봄 기관 및 교육단체 역량 강화

범주 (범주 당 4점 만점)

사건 재경험 회피 과각성 신체화

총점

(20점 만

점)

사전 3.5 3.4 3.3 3.0 2.6 15.7 

사후 2.9 1.4 1.8 1.6 1.5 9.2

한달 반 동안 놀이치유 프로그램과 아동-양육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심리상태 전/후 측정결과 심리적 불안상태 완화(15.7 → 9.2)

짧고 굵게 지나간 현장의 경험에서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만

난 아동들, 얼굴들 그리고 변화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이 다층적인 

심리사회지원이기에 아동 외에도 양육자, 커뮤니티 차원으로 접근을 하

지만, 일차적으로 아동 대상의 사업이고 있던 곳이 데이케어 센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동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전마다 아동들을 위해 체조처럼 실시하던 안정화 움직임을 마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였는데, 보통 큰 원으로 둥글게 모인 세 그룹

이 공통의 체조를 마치고, 원형으로 돌며 문을 통해 옆에 있는 교실로 들

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보통 모든 그룹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한 그룹씩 들어 갔었는데, ‘사

건’이 있었던 그날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입구에서 두 그룹이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아수

라장으로 변하여 교실로 서로 밀치며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동

안 진정시키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전에 보았던 2017년 로

힝야 난민들이 대규모 이주하던 초기 모습의 영상(무언가를 배급받는 상

황에서 난민분들이 서로 엉켜있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안전함

이 사라진 공간에서 마치 생존의 본능만이 남은 듯한 모습들... 이후 매일

의 리츄얼로 진행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움직임과 다양한 활동들 덕분

인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조금은 더 안정

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가능해진 일상의 조그만 변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

니다.

찐한 만남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연이 생기니 계속적으로 더욱 관심

과 마음이 가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외 단체들

과 미디어를 통해 본국 송환이다, 콕스바자르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다, 

최근에는 섬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등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소식이나 관심들이 줄어드는 추세라 

마음이 슬며시 무거워 집니다. 특히나 연결과 연대가 중요한 올해는 더더

욱 그러합니다. 만난 아이들과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에게 평

화가 깃들기를” 잠시 기도해봅니다.

방글라데시•더프라미스•2018.08.~2018.12.

07  

2018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16 아동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사업

ⓒ 더프라미스_방글라데시 로힝야난민지역 심리지원 프로그램

ⓒ 더프라미스_재난심리지원 자원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Episode 3 : 더프라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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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angladesh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쿠리그람 지역 Kurigram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073명

사업목적

•  쿠리그람 지구 홍수 피해 이재민의 조기 복구와  

긴급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및 방법 마련

사업 활동 및 성과

•  홍수 피해로 생계 수단을 잃은 취약 가정 382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활동 재개용 긴급 지원비(BDT 18,000)를 지급

•  사업 참여 인력과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혜 가정이 생계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플랜 개발 지원

•  모든 수혜 가정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트레이닝 20회를 진행하여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수혜자 중 100%가 본 사업을 통해 수입 증가 이루었거나 기대하고 있으며 

(월 평균 수입 BDT2,800에서 BDT3,500으로 상승),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가축을 얻게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

방글라데시•세이브더칠드런•2019.10.~2019.12.

08 

긴급구호   2019 방글라데시 쿠리그람 지역 홍수 대응 긴급 지원사업

ⓒ 세이브더칠드런_긴급 생계 지원비를 받고 돌아가는 여성

ⓒ 세이브더칠드런_생계 재개를 위한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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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아디•2018.08.~2020.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콕스바자르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0,818명

사업목적

•  로힝야 난민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증진과 보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로힝야 난민여성들의 심리사회적 회복역량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로힝야 여성 심리지원단 초급단계 수료자 120명,  

중급단계 수료자 47명, 고급단계 수료자 30명 양성

• 로힝야 여성 자조모임 602개를 조직 및 1,881명 참여

• 방문심리지원활동을 6,040회 실시

• 심리지원을 통해 심리 안정감 및 자기 효능감 상승

• 여성 커뮤니티 공간 1개 설치 및 운영, 953명 심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 심리안정 및 GBV 경감을 위한 가족놀이 프로그램 480개 가구 참여

• 남성 리더 20명에 대한 젠더 인식 제고 교육 제공

• COVID-19 대응 위생키트 및 생계지원 물품 4,000명 제공

•  COVID-19 확산 속 심리지원프로그램 참가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감 참가  

이전 대비 49% 상승

무스타키마는 2017년 로힝야 제노사이드 당시 형제와 부모를 잃고 미

얀마의 이웃의 보호 가운데 난민캠프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로힝야 난민캠프내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단 양성 프로

그램에 참여한 무스타키마에 대해 이웃이 말하기를, 무스타키마가 아디 

활동에 참여하기전에는 아버지를 찾고 형제들을 찾으며 계속 울고 밤에

는 악몽을 꾸며 힘들어 했었는데, 아디 활동에 참여한 이후 무스타키마가 

점점 행복해하는 것을 느꼈고 외부 활동을 하며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스타키마는 미얀마에서나 난민캠프로 이주한 이후에도 집안에서만 머

물며 다른 여성들과 얘기해본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캠프 14의 블록 1부

터 블록19까지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고 두려움을 느껴 캠프 관리자 사

무실 근처에도 안 갔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캠프관리자 사무실에 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무스타키마는 2019년도 아디 사

업에 참여하며 선배 심리지원단으로서 성장하여 다른 여성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권리 

옹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아디의 사업이 현지에 알려지면서 무스타키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를 보게 된 무스타키마의 친척을 통해 부모

님이 미얀마에 생존해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극적인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무스타키마에게 미얀마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무스타키마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인권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며 심리적인 안정뿐 만 아니라 인권 인식 수준도 놀

랍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9  
 1차  2018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적 회복역량 강화 사업 

2차  2019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사업 2단계

3차  2020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사업 3단계

방글라데시•아디•2020.07.-2020.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콕스바자르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700명

사업목적

•  COVID-19 예방 및 여성 월경 위생키트  

배분을 통한 로힝야 여성난민의 생명 보

호 및 고통 경감

사업 활동 및 성과

•  로힝야 여성의 COVID-19 상황 하 취약

성 및 수요 파악

•  로힝야 및 방글라데시 호스트커뮤니티 여성 

2,700명 대상 COVID-19 예방 및 여성 월경 

위생 키트(마스크, 손소독제, 비누, 천생리대, 

일회용생리대, 비타민C, 식물모종 등) 배분

•  정보접근성이 낮은 로힝야 여성 1,830명 

대상 COVID-19 예방법, 위생용품 관리법, 

GBV 관련 인식제고 등 아웃리치 세션 제공

10  
COVID-19  2020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여성을 위한 

COVID-19 긴급대응

ⓒ 아디_로힝야 심리지원단의 심리지원 활동 모습 ⓒ 아디_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문  
심리지원 자조모임

ⓒ 아디_가정방문으로 코로나19 정보를 전할 로힝야 여성  
활동가들의 모습

Episode 4 :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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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아시아포커스•2019.04.~2019.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콕스 바자르 테크나프 알리카힐 캠프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00명

사업목적

•  로힝야 난민여성과 아동들이 캠프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재봉 및 보건 수업 진행(오전, 오후반 각 40명, 일일 80명의 여성이 이용)

•  난민 여성들과 호스트 여성들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이슬람권 문화의  

뿌리 깊은 GBV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역에 확장시킬 수 있었고,  

25번 캠프 내 200여 명 난민 여성들이 심리/사회적 자립 역량을 길러  

존엄성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 

•  교육센터의 구축과 유지, 설비를 위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데 단체의 역량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하며, 전력을 위한 

발전기 보다 태양광 전기로 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  캠프 25 지역 난민 여성들을 위한 교육/커뮤니티센터 

(Women Friendly Center)구축 

11   

2019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을 위한 보건 및  

봉제 기술 교육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혜자 3명과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습니다. 수혜자인 여자 아이들은 각각 11살, 12살, 17살이었습니다.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특성상 그녀들은 다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

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주로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는지에 

관한 질문 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 저희 프로

젝트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네트워킹

이 잘 되어 있는 난민 사회를 보며 한번 놀랐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 물어봤습니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명 중 2명은 아주 수동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

다. 정확한 이유를 들려주지 않고 마냥 좋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 아직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시아포커스가 여성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노력은 했지

만 2명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3명 중 12살 아이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과 본인의 생각을 표현 하는 것을 보며 그래도 우리 프

로그램이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는 모두 같은 것을 원했

습니다. 그것은 재봉틀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단을 원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살아갈 욕구가 있는 것에 감사했지

만 안타깝게도 방글라데시 정책상 큰 돈이(물건을 팔았을 때) 될 수 있는 

물건을 주면 안되는 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만 남는 그런 인터뷰였

습니다.

ⓒ 아시아포커스_난민 여성들 수업듣는 모습

ⓒ 아시아포커스_난민촌 물 긷는 아이들

ⓒ 아시아포커스_여성 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및 교육원

Episode 5 : 아시아포커스  

방글라데시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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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컨선월드와이드•2020.05.~2020.12. 방글라데시•컨선월드와이드•2020.07.~2020.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팔롱칼리 콕스바자르 구  

우키야 지역내 로힝야캠프 13, 14, 15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9,932명

사업목적

•  5세미만 아동가구 내 영양가 있는 식품의 활용 증가 및  

접근성의 향상

•  영양교육 및 사회,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SBCC) 접근법  

통한 영양개선

사업 활동 및 성과

•  다양한 식품군 접근성 향상을 위한 9,183명 대상 어머니케어

그룹 형성 및 가정텃밭(Home garden) 조성 지원

•  최소 4개 식품군을 포함하는 신규조리법 개발을 위한  

참여적 요리세션 개최

•  어머니케어그룹 대상 영유아 영양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및 

COVID-19 예방 메시지 전달 

•  캠프 내 여론주도자 및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행동변화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인식개선&민감화(Sensitization) 세션 수행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팔롱칼리 콕스바자르 구 

우키야 지역내 로힝야캠프 13, 14, 15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1,435명

사업목적

•   현물지원을 통한 취약가구 (여성 가장, 노인, 장애인 가구)의 

기본욕구(Basic Needs) 접근성 향상

•  취약가구(임신·수유 여성 및 5세 미만 영양실조 아동의 어머

니) 및 보건시설의 COVID-19 예방력 향상

사업 활동 및 성과

•  COVID-19의 영향으로 식량 접근성 및 식량 구매 경제력이  

약화된 취약가구(장애인, 여성가장, 노인) 1,597가구 대상  

현물지원을 통해 긴급생계 지원 

•  임신 및 수유여성 9,183명 대상 기본 위생물품(마스크, 비누, 

손소독제)를 제공하여 가정 내 비말을 통한 COVID-19 전염 

예방 및 위생습관 강화

•  캠프 내 영양센터에 영양실조 진단을 받은 5세미만 아동의  

어머니 2,000명 대상 기본 위생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누) 

제공하여 질병에 취약한 가정의 COVID-19 예방 지원  

•  난민캠프 내 의료물품 지원이 필요한 보건시설 13곳을  

선정하여 의료진 및 보건요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복,  

마스크, 위생 물품 등 지원 

12  

2020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강제이주민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13  

COVID-19  2020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캠프 내 COVID-19 긴급대응 사업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캠프의 취약성은 기반 시설 부족 외에도 높은 

인구밀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는 1㎢ 당 인구는 4만 

명으로 중국 우한의 6.7배로 1인당 사용면적도 인도적 상황에서 최소 기

준인 1인당 4.1㎡ 훨씬 못 미치는 1인당 0.99㎡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로

힝야 난민캠프의 구조적 특징은 코로나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선언 직후, 국제 인도주의 기구 및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캠프 내 코로나 확진이 발생된다면 수천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 섞

인 전망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지부에서도 긴장감 속에서 본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첫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드디

어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로힝야 난민 그리고 활동가들은 안전할

까?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본 사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복잡한 심경

으로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긴급구호 디렉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긴급구호 디렉터는 전혀 예상 밖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2~3개월간 캠프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방글라데시 정부 및 관

련 부처, 협력 기관과 전력을 다하여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

었기에 첫 확진이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었습니다. 확진 발생자가 확인된 

만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도 캠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니 걱정보다 응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렉터의 말을 들으니 걱정보다 안도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컨선을 포

함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

간이었습니다.

ⓒ 컨선월드와이드_어머니그룹대상 영양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 메시지 전달
하는 모습

ⓒ 컨선월드와이드_배분활동에 대한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진행하는 모습

Episode 6 : 컨설월드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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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angladesh

방글라데시•코피온•2019.04.~2019.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로힝야난민캠프14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410명

사업목적

•  여성 대상 보호활동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통한  

위험요인 제거 및 교육

•  여성 대상 직업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실시 통한  

역량 개발 기회 제공

사업 활동 및 성과

• 태양광 가로등 36기 설치 

• Dignity 키트(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 등) 400명 배분 

• 남성 대상 GBV 예방 인식개선 프로그램 50명 대상 교육 실시 

14  

 2019 방글라데시 로힝야 GBV(Gender-based 

Violence) 예방 및 보호 플랫폼 구축 사업

저는 아르파 베굼입니다. 저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과부입니

다. 우리 가족은 하킴파라 블록 R-18 캠프-14에 살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라카야인들은 우리 집을 불태웠고 우리는 도망쳐

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으로 넘어와 로힝야 캠프-14에 도착했고 

이 곳에서 생활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되지 않은 기분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가 가장 무서웠죠. 하지만 코피온

에서 가로태양광등을 설치한 후에는 야간에도 충분히 밝아 안전해졌습

니다. 

저는 과부이고 우리 가족의 식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

어 오직 WFP의 식량지원에만 의존해야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코피온

이 식량을 지원해주어 우리 가족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힝야족 여성들은 Dignity 키트(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 등)

의 사용법을 몰라 월경 때면 낡은 천을 위생용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요로 감염증(UTI) 질병을 겪었습니다. 코피온이 

Dignity 키트(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 등)를 배포하며 여성 스태프들이 

건강교육과 키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키트 사용 덕분에 요로 감

염증(UTI) 질병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코피온이 우리 로힝야족에 베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피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제 인생

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피온_방글라데시로힝야 여성직업교육

방글라데시•코피온•2019.10.~2019.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로우마리 Rowmari Un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30명

사업목적

•  피해 이재민 식량 지원 및 필수 인프라 지원 통한  

생존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 피해 이재민 재난위험경감교육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도모

사업 활동 및 성과

• 식량키트 440인분 배분 

•  임시주택 45채, 관우물 15개소, 위생시설(화장실) 30개실  

개보수 및 설치기자재 및 시공지원 

• 지역주민 배포용 재난위험 안내책자 500부 제작 및 배포 

• 지역주민 500명 대상 재난 위험 경감 교육 및 설명회 개최

15  

 긴급구호  2019 방글라데시 Rowmari 지역 홍수 피해  

긴급구호사업

ⓒ 코피온_방글라데시로우마리 양철집

Episode 7 : 코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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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한국월드비전•2020.02.~2020.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 9E 및  

팔롱 칼리 수용 공동체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5,180명

사업목적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및 수용 공동체 내 여성 및  

여아 대상 젠더기반폭력 대응 서비스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젠더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일상화된  

젠더기반폭력의 위험성 및 취약성 감소

사업 활동 및 성과

• 캠프 내 여성 및 남성이 이용 가능한 안전한 공간 4동 운영

• 캠프 및 수용 공동체 내 937명 대상 젠더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캠프 내 COVID-19 예방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 

- 참여 여성 92명, 제작된 면 마스크 수 28,132개 

• 수용 공동체 내 취약 가정 1,563가구 대상 과일 묘목 배분

•  캠프 및 수용 공동체 내 종교지도자·공동체 지도자 60명 대상  

젠더 인식 개선 교육 완료

16   

2020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및 수용 공동체 내  

젠더기반폭력 위험 경감

27살의 로힝야 싱글맘인 카졸(Kajol)은 재봉틀 아래 조심스럽게 오렌

지 색깔의 천을 놓고 빠른 속도로 천을 접어 박음질을 합니다. 이 마스크

는 카졸이 아침 동안 만든 열 번째 마스크입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그녀

는 48개의 마스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카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코로나19 예방

을 위해 시작된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12명의 난민 여성 중 한 명입

니다. 대부분 여성들에게 이 일은 생애 첫 일자리입니다. 카졸은 538개

의 마스크를 만들고 8,070다카(약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6살 

난 아들은 남편을 못 본지 오래입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저는 일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기뻐요. 이 돈으로 

아들을 위해 고기와 옷을 살 수 있어요.”

작은 소득을 얻는 것 외에도 카졸은 난민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인구가 평방 1km의 공간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이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월드비전은 로힝야 난

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여성보호센터(Women and 

Girls' Safe Space)를 마련하고 여성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여성 가장, 과부, 장애인 동반 가정, 이혼한 여

성들은 교육 참여의 우선적인 기회를 얻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기준으로 12명의 여성들이 4,670개의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모든 참가 여성들은 마스크 1개당 15다카를 받습니다. 이

는 하루 3달러인 방글라데시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수당입니

다. 월드비전은 여성들이 만든 마스크를 모아 캠프의 각 가정에 배분합니

다. 또 면 마스크 제작 외에도 젠더기반폭력 예방,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20분간 여성의 역할과 

권리, 성 평등,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

고 필요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월드비전은 내년 12월까지 여성과 여아

를 대상으로 면 마스크 제작과 같은 역량 강화 교육과 젠더기반폭력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한국월드비전_면 마스크 제작

ⓒ 한국월드비전_면 마스크를 배급받은 로힝야 난민 가족  

ⓒ 한국월드비전_젠더인식개선 교육

Episode 8 : 한국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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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angladesh

방글라데시•한국제이티에스(JTS)•2018.08.~2018.12.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Cox’s Bazar District, Chittagong Divis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캠프 10만 가구 (난민 약 50만명)

사업목적

•  안전하고 지속적인 조리 도구 및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난민들의 식생활 및 조리환경 개선, 산림자원보호, 성범죄 경감

사업 활동 및 성과

• 가스버너 10만 대 전달 

 -  조리된 안전한 식사 및 끓인 물 음용이 가능하게 되어  

수인성 질병 예방 및 영양 상태 개선

•  LPG 가스 사용으로 조리용 연료 소비율 감소 

(2018년 14% ⇢ 2%)

-  땔감을 구하기 위한 위험 환경 해소(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훼손 방지 및 산림보호

•  LPG 분배 확대로 요리 연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비용을 다른 인프라 구축에 투입함으로써 생활 개선에 기여

• 로힝야 난민 가구 70%, 기존 거주민 50%가 매우 만족

난민촌을 가기도 전, 도시의 혼잡함과 먼지, 더럽고 시커먼 하수구, 쓰

레기 더미 그리고 맨발로 살아가는 일꾼 들을 보니 난민촌은 얼마나 더 

열악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촌에 들어서자 100만 명의 난민이 

거주 하는 거대한 천막촌이 나타났고,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이 매우 열악

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UN기구와 로컬 NGO들과 로힝야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UN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시급한 연

료 문제로 가스버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에게 배분되는 식량은 WFP에서 주 2~3회 제공되었지

만, 취사를 위한 땔감을 구하려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언덕을 걸어 수 시

간을 가야 했습니 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캠프촌과 7~8km 떨어진 숲에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 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들의 땔감 수요에 의해 난민 캠프 근

처의 산은 이미 황폐 해졌고, 열악한 취사도구와 땔감 부족으로 난민들은 

제공받은 식량을 조리하지 못하고 생쌀을 먹거나 설익은 밥을 먹는 경우

가 많았습니다. 또한 난민들에게 제공된 텐트 외부에는 요리할 만한 곳이 

없어 내부에서 취사해야 되는데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피우는 형태의 현 

조리시설로는 환기가 되지 않아 연기가 천막 안에 그대로 남게 되어 기침 

및 두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가스버너의 지원으로 약 50만 명의 난민들이 제공된 식량의 완전조리

를 통해 급성 영양실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특히 연료를 구하러 

멀리까지 가야 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에게는 안전과 공부할 시간을 줄 것

이며 벌목으로 황폐해진 난민 캠프 내 산림이 보호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2018년 1월)

17
2018 방글라데시, 로힝야난민 식생활 개선 사업

ⓒ JTS_현장을 점검하는 JTS 이사장

ⓒ JTS_가스버너 사용법 및 안전 교육

ⓒ JTS_가스버너를 이용하는 난민촌의 여성

Episode 9 : 한국제이티에스(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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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한국해비타트•2018.08.~2020.12.

사업지역   

1,2차: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 Chattogram district 

3차: 방글라데시 파투아칼리 Patuakhali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585명 / 2차: 4,947명 / 3차: 9,530명 

사업목적

•  1,2차: 사이클론 모라(Mora)의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남부  

치타공 세커 킬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회복력을 갖춘 과도기적  

주택, 식수 및 위생시설, 재난대응 교육 제공  

이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함

•  3차: 재난 회복력 갖춘 주거 및 식수 위생시설 구축을 통해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재난대응 거버넌스 개선 및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관리 역량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1,2차〉

• 재난회복력을 갖춘 과도기적 주택(T-shelter) 42채 건축

•  재난회복력을 갖춘 관정우물 8개소 설치, 화장실 231개소,  

우물 및 샤워시설 20개소 건축

•  재난대응 및 식수위생 관련 주민인식개선 교육 실시 

(1차: 375명 / 2차: 3,700명)

•  마을재난대응위원회 활성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 재난대응력 강화

• 대상지역 재난 위험 분석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지방정부 및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협력관계 구축

〈3차〉

• 재난회복력 갖춘 점진 주택 및 화장실 34세대 건축

- 주택수혜자 대상 주택 및 화장실 유지보수 교육 실시

•  사이클론 쉘터 내 재난회복력 갖춘 화장실 3개소 건축 및 3개소 

개선 및 재난회복력 갖춘 관정우물 및 샤워시설 3개소 설치

•  바라비가이 지역 재난대응위원회 1개 재활성화 및 9개 마을 재난

대응요원 조직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바라비가이 지역 및 9개 마을에 대한 재난위험경감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활성화

•  지역주민 496명 대상 재난대응 및 식수위생 교육 실시 및  

재난대응 인식 개선(위생키트 및 인식개선 자료 배포를 통한 

COVID-19 예방)

18  

 1차  2018 방글라데시 세커 킬 마을 재난위험경감 사업   

2차  2019 방글라데시 반시칼리 재난위험경감사업 (2단계) 

3차  2020-2021 방글라데시 파투아칼리 재난위험경감사업

ⓒ 한국해비타트_방글라데시 세커킬 지역 재난회복력이 있는 주택 완공 모습

ⓒ 한국해비타트_방글라데시 반시칼리 지역 주민 대상 식수위생 교육

ⓒ 한국해비타트_방글라데시 파투아칼리 지역 주민 대상 위생키트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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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angladesh •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이팟코리아•2019.04.~2019.12.

사업지역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주 Central Sulawesi Provinc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339명

사업목적

•  임시주택 제공을 통한 지진/쓰나미 피해 이재민의 주거환경 개선

•  임시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

사업 활동 및 성과

• 지역조사 및 임시주택 부지 선정

• 부지 정리 및 기공식

• 임시주택 건축

• 입주 가구 선정 

• 입주식 및 모니터링

19  

2019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지원 사업

임시주택 공사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 임시주택에 입주 하게 될 가구들

을 선별하기 위해 후보가구들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면담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정부를 통해 파악된 입주 희망가구들을 가가호

호 방문하여 건물의 파손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의 구성과 주요 생계수단 

등을 조사했습니다. 

금이 간 건물 한켠에서 조심조심 사는 가정, 폐자재로 가설한 지붕에

서 빗물을 맞으며 사는 가정, 뜨거운 천막에서 벌레와 뱀과 같은 야생동

물을 쫓아내며 사는 가정 등 주민들은 불편한 주거가 일상이 된 채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면담 도중 가족과 집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트린 아주머

니, 지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붕괴에 대한 트라우마로 더 이상 시멘

트 건물에는 살 수 없다는 아저씨,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생계수단이나 

농업용수가 없어 쉬고 있다는 여러 주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그러나 웃음을 짓고 희망을 갖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임시주택

에 살게 된다면 주변에 정원을 가꾸고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아주머니, 작

은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던 젊은이의 이야기는 입주 이후 주민들의 삶

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임시주택이 건축되고 입주자들이 하나둘씩 살기 시작하자 제법 사람 

사는 곳다워졌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

에는 세간들이 들어서고, 공터엔 닭장이 만들어졌으며, 정말로 주민들의 

이야기대로 작은 정원과 간이식당이 만들어 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시

로 살아갈 거처일 뿐이지만, 주민들에게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

복해 나가는 공간으로 잘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 에이팟코리아_임시주택 건축

ⓒ 에이팟코리아_입주 이후 놀이터의 아이들 ⓒ 에이팟코리아_전통음식 따바로 당에(Tabaro Dange)를 요리하는 임시
주택 주민들

Episode 10 : 에이팟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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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플랜한국위원회•2020.03.~2020.12.

사업지역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주 Central sulawesi Provinc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390명

사업목적

•  재해위혐경감 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 시기 지역구  

5개 학교의 529명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재해재난  

대처 역량 강화 

•  시기 지역구 5개 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재난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도록 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사업 관계자 대상 사업 착수 워크숍 및 아동친화적 매커니즘  

형성 워크숍 진행

•  교사 및 학교 구성원 대상의 재난위험경감 및 세이프스쿨 관련  

교육 진행

•  재난대응팀을 구성을 통한 학교별 재난대응 지침 및 표준 운영  

절차(SOP) 수립

• 세이프스쿨 기준에 따른 5개 학교 개보수

•  아동의 교육 참여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용품 키트  

600개 제공, 사업대상 학교 내 아동친화적인 독서 공간 구축

20  

 2020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시기(Sigi)지역구 학교 중심  

재난위험경감 지원 사업

사업 대상 5개 학교 중 하나인 SD Inpres Lambara에서 교사 대상 재

난재해 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강사 엘시(Elsy)가 소개해준 에피

소드입니다.

교육은 COVID-19 예방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소수 인원의 참가 하

에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 발생 이후 정부의 휴교 조치로 인해 오랜

만에 학교를 방문해서인지 초반에는 조금 서먹하고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배움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연재

해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큰 이슈인 COVID-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고 싶어하였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며 한층 풀린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

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돌피나(Adolfina)라

는 교사가 들려준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밝은 모

습만 보여주던 이 학생은 수업 중 재난을 경험한 이후로는 많이 위축되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평소 그 학생을 많이 아꼈던 아돌피나(Adolfina)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이에 다른 교

사들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씩 단계별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였습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 학생 가족과의 지속적인 상

담을 통해 가정에서 학생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을 권해주었습니

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특히 COVID-19 상황 속에서

는 교사 자신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쉽게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를 보호하는 방법부터 먼저 모색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이 시간을 통해 법으로 규정된 

아동의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난 상황 속 아동의 심리 등 심

화된 내용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플랜_인도네시아_교사 대상 재난위험경감 역량 강화 교육

ⓒ 플랜_인도네시아_학생 대상 학용품 키트 제공

Episode 11 : 플랜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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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2018.08.~2018.12.

필리핀•한국월드비전•2020.07.~2020.12.

사업지역  

필리핀 산이스드로, 불라칸, 띵로이, 기그모토, 기안,  

쁘리에토 디아즈, 라악 SanIsdro, Bulacan, Tingloy, Gigmoto,  

Guiuan, Prieto Diaz, and Laak, Philippines

사업대상(직접수혜자)   

847명

사업목적

•  효과적인 재난 대응 준비를 통한 필리핀 7개 지역사회 재난  

대응력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7개 지역사회 내 145개 긴급 구급 키트(First Aid Kit) 배포

•  707명 대상 응급처치(Basic Life Support) 교육 실시

•  재난위험경감 시설(대피소,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위한  

지방정부 협의 진행

사업지역 

필리핀 민다나오 섬 라나오 델 수르 주, 라나오 델 노르테 주  

Province of Lanao del Sur and Lanao del Norte, Mindanao Island 

사업대상(직접수혜자)   

67,500명

사업목적

•  필리핀 민다나오 내 취약 아동 및 가정의 위생습관 개선을 통해 

COVID-19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고 생계 지원을 통해 격리 지역 주민

의 생계 조기 회복 기반 마련

사업 활동 및 성과

• 민다나오 섬 내 취약가정 7,900가구 대상 위생키트 배분

•  COVID-19 확산 억제, 방지, 완화를 위한 위생 관련 교육자료 제공

•  민다나오 섬 내 취약가정 5,600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배분/지원 활동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피드백 전달 핫라인 운영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모니터링 조사 활동을 통한 수혜자 만족도 및 

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조사 및 분석 실시

21  

2018 필리핀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사업

22  

COVID-19  2020 필리핀 민다나오 섬 COVID-19 긴급 대응 사업 

ⓒ 굿네이버스_응급처치(Basic Life Support) 교육 실습

ⓒ 한국월드비전_마라위 시 Pagalamatan 지역 내 긴급재난지원금 지급

ⓒ 한국월드비전_위생키트 배분 준비



| 주요 이슈 |

남수단 난민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휴전과 평화 협상이 있었지만  

대부분 빠르게 무너졌고 장기화된 분쟁은 민족 분열, 토지, 자원, 권력 등 수많은 대내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거의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절반은 분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등 인근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로 보호, 생계, 교육 등의 인도적인 수요가 높은 곳 입니다.  

2018년 9월 분쟁을 마칠 협상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잦은 평화 협상의 취소, 게릴라전으로 번진 무력공격 등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수단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출처:   “South Sudan: The humanitarian toll of half a decade of war”,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in-depth/south-sudan-humanitarian-toll-half-
decade-war 
UNHCR - South Sudan emergency, https://www.unhcr.org/south-sudan-emergency.html

ⓒ 호이_평화교육_남수단교사가 생각하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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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r i c a

남수단 South Sudan

호이

 말라위 Malawi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한국해비타트

말리 Mali

어린이재단

모잠비크 Mozambique

기아대책

에티오피아 Ethiopia 

기아대책•세이브더칠드런•한국해비타트

우간다 Uganda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더멋진세상•어린이재단

 이집트 Egypt

플랜한국위원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플랜한국위원회

 케냐 Kenya

 팀앤팀

탄자니아 Tanzania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018-2020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보고 • 아프리카 Africa

34

남수단•호이•2018.08.~2018.12.

사업지역   

남수단 니물레 주 Nimule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4,205명

사업목적

•  남수단 지역의 기본적인 교육서비스질의 제고를 위하여, 교사

연수 및 교구·교재 지원, 학교 프로젝트 실시를 통한 교육생태

계 복원을 통하여 초등교육의 질 향상

사업 활동 및 성과

•  6개 학교 대상 89명 기본 교사연수(커리큘럼의 이해 및 적용, 

학생중심 교수법 등) 참여 및 수료 

•  6개 사업학교의 교장·교감 및 남수단 Pagery County 교육담

당관 및 NGO 담당관, 우간다 Gulu District의 특수교육담당관 

15명 대상 리더십 교육 실시

•  각 학교 총 24명 교사 대상 평화교육 연수

• 6개 학교 교구·교재 보급 

23  
2018 남수단 니물레지역 IDP 초등교육의 질 향상 사업

남수단이 아직 교전 중인 상황이라 한국인은 사업 모니터링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직원이 남수단 니물레로 3일간 모니터링을 가게 

되었을 때, 현지직원의 모습에 전쟁의 상처는 오래 그리고 깊이 남는 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지직원은 우간다 북부 굴루(Gulu)지역 출신으로 

이 지역도 오랫동안 내전으로 힘들어했고, 본인도 그 내전의 피해자였습

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남수단으로 가야하는 것이 직원에게는 

예전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니물레는 그 당시 남

수단에서 교전이 없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굴루-니물

레간 2시간 거리)이라 남수단 출신 코디네이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간다

면 안전상으로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현지직원에게는 또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잘 마쳤지만 이후 1주일가량 아픈 현지직원을 

보면서 사업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함께 일하는 현지직원들의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에

피소드 입니다. 

ⓒ 호이_평화교육_활동 진행 중

Episode 12 :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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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처음 경험하는 긴급구호 사업이었기에 배분 시 유의할 점과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뒤, 계획을 세우고자 하

였습니다. 긴급구호물품 배분 이전에 사전 조사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지

역 공무원, 마을 리더들과 함께 타기관으로부터 수혜자 명단을 받아 이재

민들이 중복적으로 물품을 지원받지 않도록 명단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한 캠프 배분 동선을 구성하여 대기장소, 물품 배분 장소로 구분하여 질

서있게 배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리더들을 통해 물품 수

령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요청하였고, 배분 시 혹시 모를 소요사

태에 대비하여 지역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 트럭을 타고 캠프에 도착했을 때, 배분 장소에 이미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있어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또한 대선 준비로 인

해 대부분의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했던 경찰 인력

보다 더 적은 인력이 와서 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이 통제

되지 않을 경우 금방이라도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

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철저히 짰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니 순간

적으로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매니저, 동료 직원들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유지, 캠프위원회를 지역 경찰과 팀을 만들어 질서 확립하고

자 하였습니다. 마을별로 사람들을 분리하여 줄을 세우고, 물품 대기 줄

과 더불어 물품 수령 입구 줄, 수령 출구 줄을 만들어서 혼란을 최소화 하

고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명단에는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

하지 않거나, 명단에는 없는 데 배우자,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리더들이 직원을 도와 신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계획한 시간 내에 물품을 전부 배분할 수 있었고, 직원들도 경

찰의 보호 아래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수도로 돌아올 수 있었

습니다.

말라위•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2019.04.~2019.06.

사업지역   

말라위 은산제 군 Nsanje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4,747명

사업목적

•  긴급구호 및 생계지원 물품 배분을 통해 싸이클론 이다이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재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

사업 활동 및 성과

•  싸이클론 피해 이주 가정 대상 비상식량 키트, 가정용품 키트 제공

• 싸이클론 피해 이주 가정 대상 임시주거용 방수천 제공

• 싸이클론 피해 이주 가정 생계지원 위한 종자 키트 제공

24  

 긴급구호  2019 말라위 싸이클론 이다이 피해 긴급구호사업

ⓒ 굿네이버스_말라위_비상식량 배분위한 물품 상하차 ⓒ 굿네이버스_말라위_식량, 가정용품 등 배분 대기 중인 수혜자

ⓒ 굿네이버스 2019_말라위_물품 배분 사전 지역 주민 미팅

남수단 South Sudan • 말라위 Malawi

Episode 13 :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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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업 현장 중간 모니터링을 다녀왔

습니다. 사업 준비 및 기획 단계에서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도 사업 행정절차로 인해 착수 시점과 격차가 생겨 지역주민 수요가 변화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 터라, 현장 모니터링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재난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생했지만, 5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비 송금, 관련 재난대응물품 조달 및 배분을 거치고, 7월부

터 긴급쉘터키트를 배분을 시작했습니다. 긴급쉘터키트 사용, 재난대응위

원회, 재난대응 클러스터(Cluster) 모임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한 재난대응

이 아닌 재난극복 및 회복의 단계로 접어든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쉘터키트는 재난 발생 시 임시적인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대피 가

능한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데요, 일부 주민의 경우 키트 물품 

중 일부만 사용하여 과도기 주택의 골조 강화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미 사이클론은 지나갔고 이제 임시주택을 건축했어요. 앞으로 

더 필요한 건 임시주택을 강화해서 더 좋은 주거지를 만드는 일인데, 주택

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좀더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라고 말

했습니다. 

한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난대응위원회에서도 복구 및 회복 단계

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대응위원회

는 총 9명으로, 식량, 주거, 안전, 보건 등 각 분야별로 재난대응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주도형 집단입니다. 위원회 인터뷰 결과, 긴급구호를 마무리하

고 지역정부와 재난복구 및 회복 단계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지역정부 관계자, 적십자(Red-Cross) 등이 모인 재난대응 클러스터

(Cluster)에서도 복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정부관계

자는 ‘아직 재난대응에 대한 수요는 남아 있지만 일상 복귀를 위해 이제 

재난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재난복구 정

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구호 지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점이 인

상적이었지만, 재난대응이 좀더 신속히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시의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지원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느꼈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말라위•한국해비타트•2019.05.~2019.09.

사업지역 

말라위 치콰와 주 Chikwawa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00명 

사업목적

•  쉘터키트, 기술 지원 및 교육 제공을 통해 치콰와 지역 피해  

주민 고통 경감 및 재난 회복력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수혜자선정: 말라위 해비타트 기준에 따라 긴급쉘터키트  

수혜자 선정 

1) 재난으로 인해 집이 무너진 가구 

2) 노인, 편부모, 고아 및 장애인 우선 

3) 하루 수입 USD 2이하 우선 

•  치콰와 지역 피해 주민 대상 긴급쉘터키트 239개(1세대 1개)배분

•  피해주민 239세대 대상 쉘터키트 사용법 및 재난 기본 교육 제공

을 통한 복구/재건 진행

•  긴급쉘터키트 사용법 및 재난기본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  

안전한 쉘터에 대한 인식 제고 

25  

 긴급구호  2019 말라위 사이클론 이다이(Idai) 긴급구호

ⓒ 한국해비타트_말라위 치콰와 주 카부카 캠프지역_긴급쉘터키트 사용모습

ⓒ 한국해비타트_말라위 치콰와 카부카 캠프 지역_주거지원 클러스터(Cluster) 미팅 

Episode 14 : 한국해비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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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기아대책•2019.05.~2019.07.

사업지역   

모잠비크 소팔라 주 Sofala Provinc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156명

사업목적

•  모잠비크 소팔라 주 초등 교육시설 복구를 통한  

학생 학교 복귀율 향상

사업 활동 및 성과

• 사이클론 이다이 상황 하 취약성 및 수요 파악

• 소팔라 주 돈도 지역 학교 교실 8개 복구

• 소팔라 주 돈도 지역 학교 행정실 1개 복구

• 소팔라 주 돈도 지역 학교 화장실 10개 복구 및 건축

• 모니터링 및 평가: DRR 관점의 건축 기준 제시 

27  

 긴급구호  2019 모잠비크 사이클론 이다이  

교육시설 조기복구

ⓒ 기아대책_2019 모잠비크_모니터링을 통한 DRR 관점의 건축 기준 제시

ⓒ 기아대책_2019 모잠비크_사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은 교실(위)복구된 교실(아레)

말리•어린이재단•2018.08.~2019.01.

사업지역   

말리 세구 주 Segou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996명 

사업목적

•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지역 아동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세구 지역의 지역사회 주도의  

학교 급식지원 메커니즘 구축

사업 활동 및 성과

•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6명의 조리사에  

대한 위생관리, 재료선발, 음식조리에 대한 훈련 실시

•  3개월 간(58일) 3개 학교 773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출석율 증가 및 조퇴율 감소에 기여

•  3개 학교에 급식지원 시설(재료저장소, 식당, 조리실)을  

각각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  3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급식지원활동 운영 및 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방 교육당국-학교운영위원회-지역주민 간 사업협약을  

통해 교육 당국이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Samafoulala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은  

필요성과 성과가 인정되어 지역경제개발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

26  
2018 말리 세구(Segou)주 아동의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 개선 사업

ⓒ 어린이재단_말리_지원된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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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세이브더칠드런•2020.07.~2021.2.

사업지역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지역 Oromia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27,042명 

사업목적

•  오로미아 주의 COVID-19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COVID-19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인식 개선

사업 활동 및 성과

•  오로미아 주 COVID-19 치료센터 10곳에 산소발생기  

200개 설치하여 긴급대응 역량 개선

•  지역보건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비용을 지원하여  

COVID-19 관리·감독 역량 강화

•  라디오를 통해 COVID-19 관련 메시지 20건 송출하여  

지역주민의 감염병 인식 개선

•  확성기 차량을 통해 국내실향민 5,280명에게 COVID-19  

대응 메시지 전달

29  
COVID-19  2020 에티오피아 COVID-19 보건 대응 긴급

구호 사업

에티오피아•기아대책•2019.04.~2020.12.

사업지역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주 쉬레 지역 4개 난민 캠프 

(쉬멜바, 힛사츠, 아디하리쉬, 마이아니) 및 아파주 아파 지역  

1개 캠프(베르할레) 난민 캠프 Tigray and Afar Provinc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400명 / 2차: 51,873명

사업목적

•  에리트레아 난민 캠프 및 지역사회(Host Community)  

아동 대상 태권도 및 축구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고,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가정방문을 진행

하여 에리트레아 난민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통합의 기회를 제공

•  쉬멜바 및 아디하리쉬 캠프 내외 거주하는 에리트레아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의 취약한 여성 및 소녀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 활동 및 성과 

〈1차〉 

•  태권도 및 축구교육(128회), 태권도 승급/승단 시험 

(176명 승급), 축구 대회(1회) 

• 외부견학 프로그램(4회) 

• 가정방문을 통한 위생교육 및 위생용품 제공(400명) 

• 학부모를 통한 스포츠 용품 제작

〈2차〉 

• 여성안전쉘터, 여성친화공간(WGFS), 치안센터 건축(진행중) 

• 젠더인식교육(500명), 태권도 및 축구 교실(800명) 

• COVID-19 예방 목적 마스크 배분(51,873명) 

28  

 1차  2019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난민 정서지원 사업  

2차  2020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여성 난민 지원 사업

ⓒ 세이브더칠드런_인식개선자료를 수령하는 수혜자 

ⓒ 기아대책_2020_수혜아동 대상 젠더인식교육

ⓒ 세이브더칠드런_코로나19 인식개선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확성기 탑재차량

ⓒ 기아대책_2019_에리트레아 난민_축구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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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뿔’지역인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가뭄 대응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 긴

급구호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코이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으로 소말리지역 샤벨레존 아다들레구의 국내실향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WASH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장갔을 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물에 물이 말라서 강에 물을 뜨러 간 아이들

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악어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인데, 샤벨

레 강에 악어가 서식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뜨러 갔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어쩌다 한 두 명에게 발생하

는 일이 아니며,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 임산부가 잡아먹힌 경우도 있다

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강의 물을 끌어오는 양수기가 1개 뿐인데 시설

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 선뜻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수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은 양수기까지 오기 어렵기 때문에 물을 얻

기 위해 직접 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종종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

니다. 물 긷는 역할은 통상 아동과 여성의 일인데,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게 

되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고, 출석률이나 학습진도가 떨어지면 결국 

교육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장의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가뭄대응 현장에서 급수를 포함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학습

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생명과 직결된 보호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세이브더칠드런•2018.08.~2021.02.

사업지역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 Somali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12,816명 / 2차: 7,260명 / 3차: 8,206명

사업목적

•  양질의 교육, 교내 WASH 및 아동 보호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 샤벨레존 아다들레구 가뭄 피해 국내실향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아동의 전인적 웰빙(well-being)에 기여

사업 활동 및 성과

•  학내 급식 제공: 국내실향민 및 호스트커뮤니티 학교 출석 아동 대상 

(1차: 11,745명 / 2차: 6,305명 / 3차: 7,776명)

• 안전하고 보호받는 학습환경 조성:

- 국내실향민 및 호스트커뮤니티 학교 대상 교육 키트 지원

-  국내실향민 캠프 3곳에 임시배움터 및 남녀 구분된 화장실 

(남녀 2블록씩 총 12칸) 설치 

-  홍수피해 학교 1개소(Dhafdhafey) 개보수 완료, COVID-19 학교 봉쇄기간  

2,115가정에 태양열라디오 및 교육자료 보급으로 홈스쿨링 지원

•  학내 급수 제공: 식수 트럭 활용하여 총 24개 국내실향민 학교/임시배움터 아동에

게 물 지원, 물탱크 12개 설치, 호스트커뮤니티 학교 2곳 빗물집수장치 설치 완료

•  심리사회적지지활동: 

-  학부모교사학생협회 회원 및 학부모 총 241명 대상 심리사회적지지 및  

행동강령 훈련 진행

-  퍼실리테이터(교육강사), 국내실향민 아동, 부모 대상 아동회복력세션  

훈련 진행(총 21회, 1530명)

- 아동친화공간 1개소 신축 및 놀이 도구 제공

•  위생교육: 국내실향민 학교/임시배움터 아동 대상 위생교육 및 위생키트 지원,  

여아 대상 여아위생키트(Dignity 키트) 지원

•  COVID-19 예방 긴급대응: 14개 국내실향민 및 호스트커뮤니티 학교 출석 아동  

총 7,776명 대상 비누 보급 및 전염병 예방법 교육자료 배포, 지역사회 전파

30  
1차   2018 에티오피아 가뭄대응: 소말리지역 국내실향민 아동대상 학내 긴급통합지원

2차   2019 에티오피아 가뭄대응: 소말리지역 국내실향민 아동 대상 교육, 아동보호 및 WASH 긴급 통합 지원사업

3차  2020-21 에티오피아 소말리지역 가뭄 대응 통합 지원 사업

에티오피아 Ethiopia

ⓒ 세이브더칠드런_에티오피아 소말리주 국내실향민 대상 급수
탱크

ⓒ 세이브더칠드런_2018 임시배움터 학내급식

ⓒ 세이브더칠드런_2020 교육키트제공

Episode 15 :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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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한국해비타트•2020.07.~2020.12.

우간다•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2018.08.~2019.12.

사업지역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 Oromia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6,005명

사업목적

•  긴급위생키트 및 기본식료품 지원을 통한 위생용품 접근성  

개선 및 생계 지원

•  주민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한 COVID-19 감염, 예방 및 위생

습관에 대한 인식 및 위생행태 개선

사업 활동 및 성과

•  정착촌 내 국내실향민과 호스트 커뮤니티 중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마스크, 비누, 밀가루, 식용유 등 개인위생용품과  

긴급식료품 지원

•  사업대상 730가구를 대상으로 1, 2차 배분을 완료한 후,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 수요에 따라 370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COVID-19 예방법 등 인식 개선 포스터 배분 및 위생습관  

개선을 위한 손씻기 교육   

•  지역 자원봉사자를 통한 COVID-19 인식개선 및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  현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원물품을 배분하고 인식개선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지역의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기여

사업지역  우간다 체게구아 주 Kyegegwa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8,835명 / 2차: 721명

사업목적

• 여성의 성생식 보건 권리 보호 및 증진

• 여성 친화적 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안전성 증진

• 지역사회 내 SGBV 인식 개선 및 대응 역량 확보

• 난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지역 내 가임기 여성 대상 Dignity 키트 

(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 등) 배분 

•  지역 내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친화공간(WFS) 1개소  

완공, 여성개발센터 1개소 신축(불리티), 여성개발센터 2개소 

운영위원회 조직 및 센터 운영 지원 

•  1개 중등학교 내 여아 20명 대상 여아 옹호 권리 활동 진행,  

지역주민 302명 대상 SGBV 인식 개선 컨퍼런스 실시 

•  경찰 20명 대상 SGBV 보호 및 대응 / 인권 교육 진행 및 물품

지원을 통한 업무 수행역량 강화 

•  SGBV 서브 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지역 내 SGBV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사례관리, Referral Pathway 활동) 진행

•  지역사회 SGBV 옹호활동 진행(지역남성리더 대상 컨퍼런스  

개최, 평화공존 옹호 빌보드 설치, 위험지역지도 제작) 

31  
COVID-19  2020 에티오피아 COVID-19 긴급구호 사업

32  

 1차   2018 우간다 내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및 원주민의 

SGBV 위험 경감 및 여성 자립 역량 증진 사업

2차   2019 우간다 차카Ⅱ난민정착촌 내 SGBV 위험 경감 

및 난민 여성 역량 증진 사업

ⓒ 굿네이버스_지역사회 대상 SGBV 인식 개선 컨퍼런스 진행ⓒ 한국해비타트_레게따포 레게다디 지역_손씻기 시범 교육하는 모습

ⓒ 굿네이버스_청소년 또래그룹 중심 브라이터 캠페인ⓒ 한국해비타트_레게따포 레게다디 지역_배분 물품 수령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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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Ethiopia • 우간다 Uganda

우간다•더멋진세상•2018.08.~2020.12.

사업지역   

우간다 오봉기지역 팔로리냐 난민촌 Obongi District, Palorinya Settlemen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2,000명 / 2차: 7,538명 / 3차: 10,500명 

사업목적

•  난민아동의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증진 및 학업능률향상 

•  학교급식사업과 유치원건축을 통한 남수단 난민아동들의 포용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환경 조성

•  급수 사업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마을 내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개선 

사업 활동 및 성과

•  BUDRI 초등학교 급식(조식/중식) 운영,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학용품 지원 

(1차: 2,000여명 / 2차: 2,500여명)  

•  학교급식 식량패키지 지원

-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진행될 수 없는 바,  

식량패키지 옥수수10KG를 학생들에게 제공

• 마을급수시설 설치를 통한 식수 접근성 개선  

•  마을 주민 대상 급수시설 운영인력 조직 및 WASH 인식개선 활동 진행 

•  양계장 및 농업교육센터 건축

• COVID-19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지원 

33  

 1차   2018 우간다 거주 남수단 난민 아동의 학교급식 및 식수 지원사업

2차   2019 우간다 거주 남수단 난민 아동의 학교급식 및 마을 식수 지원사업

3차   2020 우간다 북부 OBONGI DISTRICT 지역 난민촌 내 남수단 난민 교육 및 마을 식수 지원 사업

2020 올 한 해는 예견할 수 없었던 전 세계 팬데믹 COVID-19 창궐로 

인하여 4월 6일 사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

간다 정부에서도 국가 이동 제한을 시행하여, 한 달여 동안 사업이 진행

될 수 없었습니다. 우간다 정부의 추이를 수시 체크하며, 이동 제한이 완

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완화된 시점인 6월에 KOICA

에 COVID-19 관련한 위생물품 전달과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될 수 없는 

바, 급식자재 옥수수를 원자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하

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위생물품은 시급성으로 인해 부드리 마을 포함 

5개 마을이 포함된 ZONE1 지역에 7,154 가구에 배분하였고, 식량 패키

지 배분은 부드리마을에서 진행되었는데, 아이들의 학부모가 수령하여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 인도적지원사업의 급수시설설치의 경우, UNHCR과의 협력으

로, 더멋진세상이 한 파트를 맡아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를 하며,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하였고, 2021년

에는 COVID-19가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WASH 활동을 통해, 급수시설 유지 및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 초등학교 건축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만, 유치원생들은 학교 옆 큰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자 유치원 건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유치원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2021년 4월까지 완공하여, 학기가 시작되

는 내년 5월에 유치원생들에게 유치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계장 건축 

또한 양계장 중심으로 한 농업교육센터로 건축을 하여 난민들을 인터뷰, 

선발, 교육훈련하여 양계를 통해 난민들의 자립의식 고취와 개혁 변화가 필

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에는 양계장 건축을 진행하였고, 2021년

에는 양계 운영 및 교육을 통한 PALORINYA SETTLEMENT ZONE1 지

역의 농업교육센터로 인해 추후 다른 마을 (ZONE2, ZONE3)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 더멋진세상_2019 인도적지원사업 급수탑 사진 및 송수사진

ⓒ 더멋진세상_2020 남수단난민 부드리초등학교 급식

Episode 16 : 더멋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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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어린이재단•2019.03.~2020.01.

사업지역   

우간다 오봉기 구 Obongi District

사업대상(직접수혜자)   

4,338명 

사업목적

•  팔로잉야 난민주거지 내 다양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남수단 

난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CBCPM)를 

강화하여 아동 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 

•  아동친화공간 설립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해 취약 아동의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아동의  

회복탄력성 강화 

사업 활동 및 성과

•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아동보호위원회  

역량강화 및 주민 대담활동 지원 

•  아동폭력 문제 발생 시 이해관계자들의 빠른 대응을 통한 생존자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호송체계 표준절차 구축과 사례관리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아동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100명에게 기초 생활물품을 제공하고 

보건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  젠더기반폭력 관련 남성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남성활동

그룹 조직 및 지역사회 주민 955명 대상 인식개선 활동 수행 

•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SASA! 활동가 140명 역량 강화 및 지

역주민 1,067명 대상 인식개선 활동 수행  

•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내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아동친화공간 3개 건축 및 아동친화공간 운영 위원회 3개 조직 

(위원 36명 선발 및 훈련)

34   
2019 우간다 모요 구 내 아동보호체계 및 회복력 구축을 통해 

호스트 커뮤니티 및 남수단 난민 아동의 복지 향상

2019년 12월,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팔로잉야 난민 주거지

를 방문했을 때, 남성활동그룹의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남성활동그룹의 

인식개선 활동은 지역 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을 선발하여 젠더기

반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을 한 뒤, 이 활동가들이 난민 캠프 

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했을 

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내 개발 및 인도적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사람들의 인식

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깨달았기에, 이 남성활동그

룹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변화된 남성들의 사례를 듣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남성은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역

할이 구분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집안일은 부인이 하였고, 본인

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젠더 역할 교육을 받고 난 후 물을 떠오고 장

작을 주워온다’고 했습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배우

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다른 가정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를 들으면서, 이 난민 주거지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며 출장을 마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어린이재단_남성활동그룹의 주민 대상 남성의 인식 및 행동변화 촉구 활동

ⓒ 어린이재단_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16일간의 행동 캠페인 수행

Episode 17 :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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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Uganda • 이집트 Egypt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이집트•플랜한국위원회•2020.07.~2020.12.

사업지역   

이집트 카이로 주 Cairo Governorat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390명

사업목적

•  시리아 난민과 호스트 커뮤니티 대상 현금 및 심리사회 지원, 보호 매커니즘  

구축, 올바른 COVID-19 정보 제공을 통한 COVID-19로 인한 피해경감 

사업 활동 및 성과

•  시리아 난민, 호스트 커뮤니티 117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3개월분을 지원하여,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

•  격리로 인한 이산아동/가구 대상 돌봄, 거주, 교통비, 식량 및 현금 지원

•  COVID-19로 인한 GBV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 파악 및 지역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정서적 피해 완화

•  COVID-19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아동대상 그림책, 안내지, 포스터 등 자료 배포

•  시리아/이집트 청소년 그룹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내 COVID-19 

관련 정보 및 심리사회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난민 및 지역사회의 올바른 

COVID-19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35  

 COVID-19  2020 이집트 시리아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대상  

COVID-19 긴급대응

ⓒ 플랜_이집트_시리아난민_COVID19_수혜자 조사

ⓒ 플랜_이집트_우체국_시리아 난민, 취약상태 호스트 커뮤니티 대상 
현금배분

중앙아프리카공화국•플랜한국위원회•2018.08.~2018.12.

사업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보다, 베르베라티, 보싼고아 및 카가 반도로 지역   

Bangui, Boda, Berberati, Bossangoa and Kaga-Bandoro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767명

사업목적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개 지역 내 418가구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

사업 활동 및 성과

•  선발된 418가구 재점검을 실시하여 여성/노인이 가장인 가구,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발 

•  라디오 방송, 배분카드 및 배너, 배분정보 안내원 배치를 통해 배분활동을 위한 홍보 활동 진행

•  5개의 사업지역 378가구에 총 55.4톤의 식량 및 비식량 물품(NFI) 키트를 배분하여 식량안보 상황 개선 

•  수혜가구 대상 총 15회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배분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  방기(Bangui) 지역의 74개 위탁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배분카드 배분이 지역 TV 방송에 보도 

36

 2018 식량지원을 통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DPs 식량안보 개선

ⓒ 플랜_중아공 베르베라티(Berberati)_식량키트 배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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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저장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등)이 모두 구축된 

난민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전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된 시설들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수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카쿠마 난민캠프와 칼로베예이 정착촌의 열악한 교육 상황으로 인해 한 

학교에 수천 명의 난민 학생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또래집단에 의한 개

인위생 습관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먼저 교내 학생위생클럽(Hygiene 

club)을 만났습니다. 위생클럽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주체가 되어 친구들에게 올바른 위생습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클럽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카쿠마 난민캠프

의 소말리 반투(Somali Bantu) 중학교 위생클럽 학생들은 위생교육을 토

대로 올바른 위생 습관을 주제로 하는 연극을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위생클럽 학생들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자치회의를 통해 화장실 청소시간을 정하는 등 

학교의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말리 반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와디아 오마르(Awadia Omar)’는 

위생클럽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보람찼던 순간을 물어본 질문에서 다음

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위생 클럽이 다 같이 시장에 나가서 청소를 도운 적이 있어요. 학

교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위생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찬 시간이었어요!”

케냐•팀앤팀•2018.08.~2020.12.

사업지역   

케냐 투르카나 주 Turkana County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17,736명 / 2차: 13,341명 / 3차: 1,241명

사업목적

•  카쿠마 및 칼로베예이 난민캠프 6개 학교 내 개선된 식수위생 시설 

및 학생 위생클럽 대상 기초 보건위생교육 제공을 통해 교내 안전한  

급수 및 위생 환경 조성

•  카쿠마 난민캠프 내 가정용 화장실 보급을 통해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위생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가정 방문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해 난민들이 지속 가능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12개 난민학교 내 위생시설 22동(176칸) 건축 및 84칸 수리 

• 12개 난민학교 내 손 씻기 시설 133개, 쓰레기 소각장 16개 신축

• 10개 난민학교 내 식수 저장 시설 9개 설치 

• 12개 난민학교 내 위생클럽 학생 개인위생 활동 증가

•  난민캠프 내 가정용 UDDT(대소변분리형) 화장실 20개,  

일반 화장실 112개 보급

• 난민캠프 내 가정용 화장실 유지관리 방문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난민캠프 내 COVID-19 대응 격리시설 대상 36개(칸) 화장실 및  

손 씻기 시설 44개 설치

37  

 1차  2018 카쿠마 및 칼로베예이 난민캠프 학교 식수위생 지원사업  

2차  2019 카쿠마 및 칼로베예이 난민캠프 학교 식수위생 지원사업 

3차  2020 케냐 카쿠마 난민 캠프 내 가정 위생환경 개선 사업

ⓒ 팀앤팀_케냐 카쿠마 난민캠프 가정방문 위생교육

ⓒ 팀앤팀_케냐 칼로베예이 정착촌 학교 위생클럽 교내캠페인

Episode 18 : 팀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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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Kenya • 탄자니아 Tanzania

케냐•팀앤팀•2020.07.~2020.12.

사업지역   

케냐 투르카나 주 Turkana County

사업대상(직접수혜자)   

6,071명 

사업목적

•  타나리버 카운티 내 홍수 피해로 신규 개설된 IDP(국내실향민) 캠

프를 대상으로 긴급 식수 지원과 화장실, 위생용품 및 긴급 식량을 

지원해 이재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COVID-19 확산 방지 

사업 활동 및 성과

• 7개 IDP캠프 및 6개 피해 마을 대상 긴급 식수차 운영

• 7개 IDP캠프 및 6개 피해 마을 대상 간이화장실 설치

• 7개 IDP캠프 및 6개 피해 마을 대상 위생 키트 배분

• 7개 IDP캠프 및 6개 피해 마을 대상 긴급 식량 배분

38  

 COVID-19  2020 케냐 타나리버 카운티 홍수 피해 긴급구호

ⓒ 팀앤팀_케냐 타나리버카운티 IDP캠프 내 긴급 설치된 물탱크

ⓒ 팀앤팀_케냐 타나리버카운티 IDP캠프 내 WASH 물품 배분 활동

탄자니아•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2018.08.~2019.12.

사업지역   

탄자니아 키고마 주 Kigoma Regio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103명 / 2차: 160명

사업목적

•  탄자니아 내 은두타 캠프에 거주중인 부룬디 난민들과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탄자니아 원주민들에게 직업교육과 창업키트 지원을 통해 공동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 도모 

사업 활동 및 성과

• 말로레과 직업훈련센터(MVTC) 야외 목공작업장 건축 완료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통한 말로레과 직업훈련센터 내 지속가능한 전기 공급

•  직업교육 수혜자 대상 재봉, 목공 직업훈련 및 기초 비즈니스 교육 및 창업키트 제공 

(1차: 77명 / 2차: 160명)

•  부룬디 난민 및 탄자니아 원주민 인식 개선 위한 평화 교육 진행 

(1차: 2회 / 2차: 4회) 

•  부룬디 난민 및 원주민 대상 평화 인식 증진 연극 활동 진행(2차 4회)

•  부룬디 난민 및 탄자니아 원주민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39  

 1차  2018 탄자니아 내 부룬디 난민 및 원주민 생계지원사업 

2차  2019 탄자니아 난민캠프 내 부룬디 난민 및 원주민 생계지원사업

ⓒ 굿네이버스_탄자니아_직업훈련(목공) 실습

ⓒ 굿네이버스_탄자니아_기초 비즈니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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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

시리아 난민

2011년 ‘아랍의 봄’의 일환으로 시리아 전역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정부군, 종파 갈등으로 발생된 반정부군,  

세력을 확장한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개입, 시리아 외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 등 복잡한 갈등 양상을 보이며 발생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56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은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으로 탈출하여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이 다수 있으나  

아직까지 내전은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전환에 대한 소식은 없기 때문에  

시리아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재건되기까지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UNHCR – Syria emergency, https://www.unhcr.org/syria-emergency.html

ⓒ 밀알복지재단_2019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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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홉_레바논 베카지역 여성난민 직업체험프로그램(비누제조)

레바논•리홉•2020.05.~2020.12.

사업지역   

레바논 베카 주 Bekaa Governorat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674명

사업목적

•  난민 여성 청소년 및 여성 가장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난민 여성 청소년 및 여성 가장의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  COVID-19 긴급 상황에서 난민 여성 취약 계층의 생존 위기와 고통 경감

사업 활동 및 성과

•   난민여성 기초 보건위생 교육: 여성 가장 및 여성 청소년 50명을 대상  

여성 기초보건위생 교육 세션 진행

•  난민여성 위생용품 보급: 난민 여성 500명 대상 재사용이 가능한  

면 생리대 키트 배포 및 면 생리대 활용법 교육

•  직업체험 프로그램 수업 운영: 난민 여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비누 제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총 31회)

•  난민여성 COVID-19 긴급 생필품 지원: 레바논 경제위기와 COVID-19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난민 여성 가구에 긴급 식량 키트 및 COVID-19 대응  

위생 키트 각 884개(1차: 584개 / 2차: 300개)를 배포

40   
2020 레바논 베카지역 시리아 난민 여성 청소년 및

여성 가장의 사회적응력 향상 사업

사라의 어머니 파티마씨는 2012년 레바논에 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은 하루 아침에 실종되었습니다. 남편을 1년간 찾아 헤맸지만, 군대에 강

제 징집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지 모르는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

니다. 아주머니는 살기 위해 다섯 자녀를 데리고 레바논으로 넘어왔습니

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UNHCR의 현금 지원은 턱없이 부

족해 빚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살짜리 큰 딸은 14살에 시

집을 갔습니다. 리홉 팀이 둘째 딸(17세) 사라는 언제 결혼시킬 생각인지 

묻자, 갑자기 아주머니와 둘째 딸 사라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사라는 13살에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

라가 어릴 때부터 체리 밭에 나가 일을 했는데 사라보다 열한 살이 많은 

한 남자가 사라의 부모에게 결혼 제의를 한 것입니다. 사라의 의사보다는 

부모들의 합의하에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13살 어린 나

이에 결혼을 하고 1년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성이 가사일과 노동 모두 

부담 하게 되는 문화 가운데 사라의 남편은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습니

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생계를 꾸

려가기 위해 계속해서 임신 중에도 체리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라와 남편 사이에는 잦은 다툼과 갈등이 찾아왔고 남편은 사라가 벌

어온 돈을 끊임없이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

의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리아로 돌아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라

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었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

각이 있냐는 리홉팀의 질문에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사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리홉은 사업을 통해 사라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주고 

심리정서지원 활동,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라의 내면의 회

복을 돕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작

스럽게 찾아온 COVID-19으로 인해 리홉의 사업 활동이 변경되어 사라

네 가정은 면 생리대 키트와 COVID-19 긴급 생계지원 키트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레바

논 베카밸리에는 수많은 사라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한 도움과 관심

이 절실합니다.

ⓒ 리홉_레바논 베카지역 여성난민 푸드박스 배급

Episode 19 : 리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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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밀알복지재단•2018.08.~2019.12.

사업지역   

레바논 베카 주 Bekaa Province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983명 / 2차: 1,156명

사업목적

•  레바논 자흘레 지역 내 시리아 난민의 취약성이 위기 상황까지 이른 가운데,  

아동 교육 및 여성ㆍ장애인 보호 부재로 취약계층의 인권과 생존에  

큰 위협이 있음. 이에 대상자의 회복력 및 기본권을 보호하고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여 취약층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

사업 활동 및 성과

•  아동 교육 기회 보장: 정규학기(1-2학기)내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방학 계절학기를 병행하여 취약계층 교육 접근성 개선

- 정규학기 참여아동 1차: 875명 / 2차: 614명

- 통합교육 참여아동 1차: 18명 / 2차: 8명

- 방학 계절학기 참여아동 1차: 280명 / 2차: 295명

•  여성청소년 자기계발 기회 제공: 난민 여성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실시하여  

소속감과 주인의식 향상(1차: 39명 / 2차: 28명)

•  여성가장 교육 접근 개선: 난민 여성 가장 25명 대상 언어교육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자존감 강화

•  취약계층 생활 보호: 재활치료, 모바일클리닉, 동계물품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 327명 실생활 보호 기여(1차: 327명 / 2차: 514명) 

41  

 1차  2018년 레바논 시리아 내전난민 지원사업 

2차  2019년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지원사업

2018년 2월, 밀알복지재단은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내전 난민 

1,300여 명에게 방한 자켓을 제공함으로써, 동계 혹한기의 생활 부담

과 생존의 어려움을 경감시켰습니다. 사업지역인 자흘레(Zahle)는 해발 

1,000m이상의 산간지대로 겨울철 눈과 비가 매우 잦은 곳입니다. 때문

에 겨울철은 현지 난민들의 생활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밀알복지재단

은 이러한 문제와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의류업체와 함께 시리아 난민들

을 위한 동계물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레바논

으로 약 1달간의 운송/통관 처리 후 물품이 사업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업관점에서는 여유물품이었으나 외부로 유

통된적이 없는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것이었고, 1,300여 개 모

든 자켓이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새 옷, 새 물건, 쇼핑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사치나 다름없긴 하나, 대부분의 현지 타 NGO가 배

분하는 재활용 의류, 헌 옷들을 받을 때 난민들은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배분된 옷들은 모두 품질이 

좋은 새 옷이었습니다. 난민들도 브랜드 있는 새 옷에 놀라워했고 옷 품질

에 매우 만족해하며 존중받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의 추운 날씨를 이겨내는 데에 일조했다라는 생각이 들

면서 모두가 뿌듯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물품 수령 대상자들의 짧은 소감]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옷을 받아서 행복해요.”

“지금 옷보다 새 옷이 더 따뜻해요. 맨날 새 옷만 입을거에요.”

“어제 선물받은 옷을 부모님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비가와도 옷이 젖을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자녀에게 매일 똑같은 옷만 입혀서 미안했는데, 예쁜 옷을 선물해주셔서 

우리 모두 위로가 되었어요”

ⓒ 밀알복지재단_2018 여자청소년직업훈련

ⓒ 밀알복지재단_2019 학교전경

ⓒ 밀알복지재단_2019 아동교육센터 수업장면

레바논 Lebanon

Episode 20 : 밀알복지재단



| 주요 이슈 |

아이티 대지진, 그리고 콜레라 대유행

2010년 1월 진도 7.0의 강한 지진이 아이티를 지나가면서 약 2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개월 후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수질과 위생 기반시설이 열악한 아이티에서  

8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9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는 “콜레라 대유행”으로 확산되었고,  

2016년 허리케인 매튜와 같은 반복적인 재난을 통해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티는 현재 최빈곤국 중에 하나이며, 자연재해, 경제, 사회정치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식량안보 및 영양, 보건 등 기본적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The 25 crises that shaped history”, www.thenewhumanitarian.org/Rethinking-humanitarianism-25-crises-shaped-history,  
“UN chief apologises for Haiti cholera, six years later”, 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16/12/01/un-chief-apologises-
haiti-cholera-six-years-later

ⓒ 글로벌케어_2018_완공된 빗물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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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글로벌케어•2018.08.~2020.12.

사업지역   

아이티 라고나이브 섬 La Gonave Island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차 : 18,706명 / 2차 : 23,870명 / 3차 : 65,040명

사업목적

•  라고나이브 섬 24개 마을의 자연재해 이후 만연한 콜레라 및  

수인성 질병(콜레라, 장티푸스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  취약계층의 COVID-19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극복

사업 활동 및 성과

•   12개 마을 대상 콜레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료 정비 및 인식자료 제공

•  12개 마을 콜레라 발생 경감을 위한 위생시설 정비 및 수질 개선 지원

- 가정 화장실 보급 및 수리(1차: 30개 / 2차: 30개 / 3차(수리): 15개)

- 학교 화장실 정비(1차: 4개 / 2차: 4개 / 3차: 6개)

- 공공 빗물저수조 확충(1차: 4개 / 2차: 4개 / 3차: 6개)

• 12명 보건요원 신규 양성 및 기존 12명 보건요원 활동 지원

• 12개 마을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 8곳 보건지소 콜레라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콜레라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상주 간호사 파견

•  COVID-19 피해로 인한 식량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650가구의 기초식량 확보 

42  

 1차  2018 아이티 라고나이브 재난(콜레라) 위험경감사업

2차  2019 아이티 라고나이브 재난(콜레라) 위험경감사업 

3차  2020 아이티 라고나이브 재난(콜레라) 위험경감사업

안녕하세요? 라고나이브 섬 다운타운 엉스 아 갈렛(Ase-a-Galets)에

서 보건요원으로 활동 중인 버나드 카주스테(Bernard Cajuste)라고 합니

다. 저는 현재 섬 다운타운 주민들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위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요원들을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가 라고나이브 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사람들은 하

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았고, 어업이나 숯을 파는 일을 주 수입원으로 삼

아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보건이나 의료 환경이 

없는 곳이라 사람들에게 ‘보건’이란 단어는 너무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원인 모를 대량 설사를 겪으면서 이 현상이 왜 일어

나는지, 이것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인지도 모른 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지역을 벗어나 지리적으로 취약한 산마을과 바닷가 마을 

주민들은 더욱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고 물탱크나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

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설사가 일어나는 등 콜레라 위험에 많이 노출되

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글로벌케어는 이곳의 보건/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왔고, 

보건요원 훈련, 학교 및 지역 공공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 건축, 가정화장

실 건축, 주민대상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보건요원 

ⓒ 글로벌케어_2018_마을 수자원 수질개선 ⓒ 글로벌케어_2019_보건요원 훈련

ⓒ 글로벌케어_2020_COVID-19 긴급구호 식량배분

Episode 21 : 글로벌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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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Haiti • 페루 Peru

페루•기아대책•2020.07.~2020.12.

사업지역   

페루, 리마 메트로폴리탄 Lima Metropolitan

사업대상(직접수혜자)   

10,943명 

사업목적

•  페루의 심각한 영양부족과 COVID-19 확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하고  

총 3개 디스트릭에서 베네수엘라난민, 미혼모, 취약계층 대상으로  

급식지원 및 식량&보건위생키트지원   

사업 활동 및 성과

•    ATE지역 1,000가정(4,853명) 대상 베네수엘라 난민 및  

취약계층 키트지원을 통한 생계지원 (1차: 450가정 / 2차: 550가정)

•  San Juan de Miraflores와 Vila Maria del Triunfo에 커뮤니티키친 운영을 통한  

영양식 제공 및 건강 향상 - 6,090명 대상 급식지원 (주 5일/ 6주) 진행

•  감염병(COVID-19) 예방교육 및 안전수칙 공유를 통한 보건위생 지식향상  

•  커뮤니티 키친 KOICA 협약 및 기증식 진행 : 페루 코이카 이정욱 소장 참여

43   
2020 페루 리마 메트로폴리탄 베네수엘라 난민,  

호스트 커뮤니티 긴급식량지원

훈련을 받고 난 이후 콜레라에 감염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기 위

해 원래 살던 고향에 돌아가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

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콜레라균이 있을 수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후에 손 씻기, 음식 등 물건을 만질 때 위생 습관 등을 직접 보

여주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훈련하고, 또 이후에 양성된 많

은 보건요원들은 라고나이브의 65% 이상 주민들에게 콜레라 인식 교육

을 실시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고나

이브에는 여전히 동일한 이슈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고, 콜레라 

인식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들은 글로벌케어

의 지난 7년간의 활동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제가 보

건요원으로 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동일한 목적으로 라고나이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고나이브에서도 가장 취약한 마을과 사

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손길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100,000명 

이상의 라고나이브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

다.

ⓒ 기아대책_안전하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 기아대책_위생안전보호구를 착용한 공동주방 자원봉사자들

ⓒ 기아대책_공동 주방 출입 전 전신 소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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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쿠마 및 칼로베예이 난민캠프 학교 식수위생 지원사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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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글라데시 세커 킬 마을 재난위험경감 사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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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글라데시 파투아칼리 재난위험경감사업 ··························································28

2020  에티오피아 COVID-19 긴급구호 사업 ·································································40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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