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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는 세계 여러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개발NGO의 협의체입니다.
개발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NGO간 정보공유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
해 NGO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www.ngokcoc.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11월 특별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모금·지원기관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난·소외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민간복지의 중심 역할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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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고, 대국민 모금활동을 통해 모금된 10억여원의

자금으로 6개 민간단체를 통해 조기복구사업을 진행하
였습니다. KCOC는 한국 개발 NGO의 협의체로서 본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모금회로

부터 위탁받아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간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진행하여 식량, 주거, 보건, 교육 등 많은 영역의 지원이

고, 5월 12일 카트만두 북동쪽 돌라카 지역에 진도 7.3의

명의 긴급구호대 파견과 50만불 규모의 긴급한 현물

81km 떨어진 람중 지역에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하였

2차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네팔

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다양한 긴급구호활동과 복구사업을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정부는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32

본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11개의 사업을 통해 총 13억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총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이재민에게 긴급한 식량과 식수, 보다 안전한 집과 학교,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모금, 지원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

금회는 재난 직후 5개 민간단체와 IOM을 통해 식량과

식수, 임시주거시설 등을 위한 긴급지원자금 70만불을

5천여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총 72,000여명의
보건시설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현지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 우리 민간단체의 강점을 살린 활동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 KCOC

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 마련을 통해 향후
진행될 사업 및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5.13, UNOCHA Situation Report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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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긴급지원 ‘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2015 특별모금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 민간단체 지원사업’

기간 2015. 5. 6 ~ 2015. 11. 5

기간 2015. 12. 1 ~ 2017. 5. 31

지원규모 총 5개 현지 수행사업 약 340,000 USD

지원규모 총 6개 현지 수행사업 약 10억원

기관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지역/대상

글로벌케어

지진피해지역 식량 및
식수키트 지원

2015.5.8
~ 7.31

고르카 District, 3개 VDC
주민 15,870명 (2,645가구)

국제민간교류협회

밀알복지재단

2015.5.13
~ 7.7

지진피해지역
식량(쌀) 지원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팀앤팀

누와콧 District, 라뜨마떼 VDC
학생 1,298명 (7개 학교)

2015.5.11
Humla
~ 7.17

지진피해지역 식수키트 지원 및
학교 식수시설 지원

카브레팔란촉 District, 라얄레 VDC
주민 6,228명(1,140가구) 및
학생 1,680명(8개 학교)

Darchula
Bajhang

네팔 지진피해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

2016.3.11 ~
2017.2.28

2016.3.28 ~
2017.1.31

2016.8.1 ~
2017.3.31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 및
교육 통합사업

서비스포피스

네팔 지진피해학교 지원사업

지구촌공생회

네팔 강진피해 복구를 위한
산골학교 건립사업

한국해비타트

2016.6.13 ~
2017.3.31

2016.3.21 ~
2017.1.31

2016.8.1 ~
2017.3.31

네팔 지진피해 지역
재난위험경감 사업

Mugu

Baitadi

Dadeldhura

더멋진세상

사업기간

네팔 지진피해지역 보건시스템
복구사업

밀알복지재단

4개 District, 5개 VDC
주민 14,860명 (2,972가구)

2015.5.8
~ 8.31

지진피해학교 보충급식 및
식수시설 지원

사업내용

글로벌케어

누와콧 District, 둡체 VDC
주민 7,513명 (1,538가구)

2015.5.11
~ 8.10

지진피해지역
식량키트 지원

기관명

사업지역/대상

고르카 District, 4개 VDC 18,016명
(4,169가구)

고르카 District, 스리나콧 VDC 325명
(82가구)

돌라카 District, Bhimsehor
Municipality 주민 및 학생 1,200명

다딩 District, 2개 VDC
주민 및 학생 3,791명

신두팔촉 District, 2개 VDC
주민 및 학생 800명

카브레팔란촉 District, 판크할 VDC
취약계층 236명 (34가구) 및 1,657가구

Bajura

Jumla
Doti

Kalikot

Dolpa

Achham

Mustang
Kanchanpur

Dailekh

더멋진세상

Jajarkot

Kailali

Rukum

Manang

Surkhet

Baglung

Kaski

Rolpa

Lamjung

지구촌공생회

국제민간교류협회
써빙프렌즈

Myagdi
Salyan
Bardiya

밀알복지재단

Gorkha

밀알복지재단

긴급
복구

Rasuwa
Banke

Pyuthan

Syangja

Dang

Tanahu

Dhading

Arghakhanchi
Palpa

Kapilbastu

Rupandehi

Nawalparasi

글로벌케어

Sindhupalchok

Nuwakot

Kathmandu

Chitawan
글로벌케어

Parsa

Dolakha
Solukhumbu

Makawanpur

Kavrepalanchowk

서비스포피스

Sankhuwasabha

Taplejung

Okhaldhunga
Sindhuli

Khotang

Bhojpur

Bara

팀앤팀
Sarlahi

한국해비타트

Dhankuta

Udayapur

Ilam

Siraha
Sunsari
Saptari

Morang

Jhapa

추진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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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 경과

조기복구사업
평가

6개 수행사업
종료

20

.3
17
20

.1
17
20

.11
16

3개 수행사업
선정

• 3개 수행사업 선정

20

.8
16
.5
16

20

.4
16
20

15
20

.10
15

5개 수행사업
종료

20

.8
15

20

.7
15
20
20
15
.5

.4
15
20

20

.1
16

• 조기복구사업 2차 공모

.12

• 긴급지원사업 공모
• 5개 수행사업 선정

현장점검

긴급지원사업
평가

20

네팔지진 발생

조기복구사업
1차 공모

17

.5

조기복구사업
중간보고

조기복구사업
현장점검

추진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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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72,000명

사업지역 주민

약

학생

약

3,890명

13억5천만원

지원금액

약

7,155가구 64채

식량지원
지원분야

총 11개 수행사업의 지원분야
- 중복 지원 포함

2

보건/의료

4

식량

2

주거

8개 지역 21개 마을

사업지역

5

식수/위생

5

교육

7개 재건
15개 지원
학교 지원

30회

주택 재건

주민교육

4개소

보건시설 지원

ⓒ 팀앤팀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긴급 식량지원사업
성과 보고
ⓒ 국제민간교류협회

식량지원사업
긴급긴급
식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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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5. 13 ~ 2015. 7. 7

사업지역 네팔 중부 누와콧 지역, Nuwakot District, Tupche VDC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1,538가구 7,513명

사업목적 둡체 VDC 지역주민 1,600가구의 2주동안 필요한 최소 기준
이상 식량 확보

수행기관 국제민간교류협회, Peace Children Home Nepal

ⓒ 국제민간교류협회

사업 활동 및 성과

•둡체 VDC 대상 지진피해 현황 및 수요조사 당초 900가구에서 전체 주민으로 대상 확대
•지역내 9개 마을 ward 1,538가구 대상 전체 가구의 97% 식량 쌀 배분

•3차에 걸쳐 2주분의 식량 배분 1인 1일 1,286kcal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Sphere 최소
기준인 2,100kcal의 61%에 해당

•고립된 산간 지역으로 타 기관의 지원이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지원

국제민간교류협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이주민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국가 간 문화 교류와

이주민들의 한국적응, 한국 국민의 타문화 이해를 돕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원활동 전개

ⓒ 국제민간교류협회

다양한 민간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민간외교에 기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친 마을 리더 회의를 통해 참여적 배분활동 진행 및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긴급긴급
식량지원사업

글로벌케어는 한국을 본부로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여

인도적 지원사업 및 의료, 보건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의료구호단체(Medical NGO)입니다. 지구촌 소외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제개발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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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5. 8 ~ 2015. 7.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고르카 지역, Gorkha District, Dhawa / Shrithankot
/ Thumi VDC

사업대상 3
 개 VDC 주민 총 2,645가구 15,870명

사업목적 3
 개 VDC 총 2,645가구에 2주 동안 필요한 최소 기준 식량 및
식수 확보

수행기관 글로벌케어, Asal Chhimekee Nepal

사업 활동 및 성과

•3개 VDC 대상 수혜가구 선정 자부담 포함 전체 가구 대상 긴급 식량 지원

•2,645가구 대상의 식량 키트 쌀, 설탕, 기름 등 및 1,230가구 대상 식수 키트
아쿠아탭, 버킷

제작

•2주 분량의 식량 및 식수 키트 배분 1인 2,100kcal 및 3Ltr에 해당

•지진 피해로 인해 고립된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과 식수 확보

•각 마을 대표를 통한 배분 진행 및 지역주민 참여적 배분활동과 취약계층

ⓒ 글로벌케어

지원활동 전개

ⓒ 글로벌케어

식량지원사업
긴급긴급
식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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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5. 11 ~ 2015. 8. 10

사업지역 네팔 중부 카트만두, 박타푸르, 다딩, 신두팔촉 지역
Bhaktapur District, Sanobasi VDC
Dhading District, Chaturali VDC

Sindhupalchowk District, Thokarpa VDC

사업대상 5
 개 VDC 주민 총 2,972가구 14,860명

사업목적 카트만두 및 신두팔촉 지역주민 약 2,670가구 대상 한 달간
비상식량 확보

ⓒ 밀알복지재단

수행기관 밀알복지재단

사업 활동 및 성과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조사 및 선정 기존 2개 District 외 접근성이 열악한
지원 배제 지역 추가 선정 및 지원

•2,972가구 대상의 식량 확보 및 키트 쌀, 콩, 커리가루 등 제작
밀알복지재단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 진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봉사하는 정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존중,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옹호, 희생과 인내로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밀알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개월 분량의 식량 키트 배분 1인 525kcal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2,100kcal의 25% 충족
•지진 발생 3일 내에 기관 구호팀을 파견하여 피해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식량 배분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여 사업 착수 1주 이내에 지원사업을
통한 1차 배분 실시

•지역 정부 및 현지 NGO, 주민회의 등과의 사전 협력을 통해 안정적 배분
진행 및 지역주민 참여적 배분활동과 취약계층 지원활동 전개

ⓒ 밀알복지재단

식량지원사업
긴급긴급
식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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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4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5. 8 ~ 2015. 8.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누와콧 지역, Nuwakot District, Ratmate VDC
사업대상 해당 VDC 내 7개 학교 및 학생 총 1,298명

사업목적 누와콧 District내 Ratmate VDC 지역 지진피해 아동에게
최소 기준의 영양 공급 및 식수 지원

수행기관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써빙프렌즈 네팔

사업 활동 및 성과
ⓒ 써빙프렌즈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조사 및 지원활동 변경 당초 계획한 지역주민
식량 배분활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학교를 통한 아동 보충식 및 식수 지원으로 변경

•7개 학교 1,298명의 학생 대상 1개월간 보충 급식 제공 1인 700kcal에 해당
하는 분량

•7개 학교에 총 11개의 급수탱크 설치 1인 3.2Ltr 사용가능 용량 및 정수제 제공
•학교를 통한 보충식 제공 및 지속가능한 식수 시설 설치를 통해
써빙프렌즈는 에이즈나 환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긴급구호, 구제,

지역개발을 통해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외교부 등록의 비영리
민간구호개발NGO입니다.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영양 불균형 및 수인성 질병 등
위험성 감소

•지역 정부 및 학교위원회, 교사 등과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교육권 등에 대한 관심 제고

ⓒ 써빙프렌즈

ⓒ 써빙프렌즈

식량지원사업
긴급긴급
식량지원사업

팀앤팀은 세계의 분쟁과 재난지역에서 식수지원사업

및 보건위생사업을 기반으로 긴급구호와 지역사회 개발을
팀앤팀은 지구촌 오지를 비롯해 국경 지역의 물 부족과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장

기본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기초 보건위생사업과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및 조기복구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네팔 지진피해
긴급 식량지원사업 5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5. 11 ~ 2015. 7. 17

사업지역 네팔 중부 카브레팔란촉 지역, Kavrepalanchok District,
Rayale VDC

학생 총 1,680명

사업목적 카브레 지역 라얄레 마을 지진 피해 이재민 6,000명이 90일간
충분하고 안전한 염소소독을 통한 최소한의 살균소독처리 식수 이용

수행기관 팀앤팀, 코피온 네팔

사업 활동 및 성과

•피해지역 조사 및 WASH cluster 활동을 통한 대상지역 및 물품 선정
자부담 포함 전체가구 대상 위생키트 추가 배분

•1,140가구 대상 식수 키트 아쿠아탭, 버킷 등 배분 1인 1일 3Ltr 이상 사용가능 용량
및 위생증진 교육 제공

•8개 학교에 급수탱크와 필터 설치 및 위생교육과 개인 물통 제공

•재난으로 취약한 위생환경에 노출된 지역주민 및 아동에게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식수를 제공

•위생교육 및 수질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식수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팀앤팀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1,140가구 6,228명 및 8개 학교와

ⓒ 팀앤팀

27

ⓒ 팀앤팀

통해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입니다.

26

ⓒ 더멋진세상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 서비스포피스

조기복구사업
성과 보고

ⓒ 지구촌공생회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및 의료, 보건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의료구호단체(Medical NGO)입니다.

지구촌 소외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제개발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글로벌케어

글로벌케어는 한국을 본부로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여

30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31

네팔 지진피해 지역
보건시스템 복구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3. 11 ~ 2017. 2. 28

사업지역 네팔 중부 고르카 지역, Gorkha District,

Bhumlichowk / Ghyalchowk / Ghairung / Aamppipal
VDC

사업대상 4개 VDC 주민 총 4,169가구 18,016명

사업목적 주민 18,016명의 보건 서비스 전달 및 개인위생 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 복구 및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글로벌케어, Asal Chhimekee Nepal

사업 활동 및 성과

•4개 VDC 보건지소 Health post 보수 및 재건, 의료 기자재와 기타 소모품
지원

•Bhumlichowk VDC 주민 1,499명 대상으로 Health Camp 개최 기초
일반 의약품 및 비타민, 구충제 배분활동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증진 교육 및 위생
용품 제공

•지역주민들의 보건교육 및 서비스 이용률 전년 대비 56.5% 상승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개 보건지소를 재건하였고, 4개 보건지소에
기자재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하여, 현지 보건시스템을 활용한 향상된 보건 서비스 제공

•긴급지원에 이어 현지 NGO인 ACN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District

Health Office와의 지속적 협력계획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 글로벌케어

보건인력 훈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이 지속될 예정임

ⓒ 글로벌케어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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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고르카 지역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3. 28 ~ 2017. 1.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고르카 지역, Gorkha District, Shrithankot VDC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82가구 325명 및 1개 학교 학생 41명

사업목적 지진으로 파손된 주거복구를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복귀 지원 및
초등학교를 재건하여 교육 정상화 도모

수행기관 더멋진세상, Anugraha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Gorkha

ⓒ 더멋진세상

사업 활동 및 성과

•파손된 마을주택 30채 자체사업 포함 총 69채, 81가구 건축 등 지진으로 큰 피해
를 입은 산골 지역 마을의 재건을 통한 주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

•마을 초등학교 1개소 건물 2동, 화장실 1동 재건을 통해 마을 41명의 아동
교육 정상화

•마을 내부도로 및 상수도 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로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는 International NGO입니다. 2010년 12월 외교부

인가와 2017년 4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더멋진세상은 International NGO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에 발맞춰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어린이생명
살리기 사업”, 인도적지원사업(긴급구호 및 난민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진행시 주민 대상 건축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임

•사업 PM 및 전문 건축감독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 및 파트너 단체,

공사업체 등과의 빠른 협력을 통해 단시간내 사업 활동을 완료하였고,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주민 교육과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임

ⓒ 더멋진세상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은 인종과 종교, 이념의 장벽을 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및 이동성 향상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 진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봉사하는 정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존중,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옹호, 희생과 인내로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밀알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34

네팔 지진피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35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 및 교육 통합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8. 1 ~ 2017. 3. 31

사업지역 네팔 동북부 돌라카 지역, Dolakha District,
Bhimsehor Municipality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1,200명 및 1개 학교 학생 400명

사업목적 B
 himsehor 지역 학령기 아동 400명 대상 기초교육권 보장 및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800명 대상 식수접근성 향상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도모

수행기관 밀알복지재단, Concern Center for Rural Youth

사업 활동 및 성과

•지진피해 학교 건물 1동 8개 교실 재건 및 400여명의 학생 대상 교육 물품
지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수도 및 저장시설 1기 개보수

•학생 대상 재난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재난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민
교육 등 재난위험경감 활동 지원

•긴급지원에 이어 현지 조사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 필요 사업을 지원하고,
단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정부 및 주민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진행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요활동에 재난역량강화, 지역커뮤니티 지원

ⓒ 밀알복지재단

등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 완공
후에도 환경 개선 및 급식, 주민 직업 교육 등 중장기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임

ⓒ 밀알복지재단

열악한 접근성과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전문성 있는 현지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서비스포피스재단은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현재 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NGO로서
평화봉사의 비전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실행, 교육,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다양한 모델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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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학교
지원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6. 13 ~ 2017. 3.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다딩 지역, Dhading district,
Chainpur / Jyamrung VDC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3,791명 및 3개 학교 학생 301명

사업목적 교실재건축과 지역주민 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진
피해지역 내 안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수행기관 재단법인 서비스포피스, 서비스포피스 네팔

•2개 VDC의 지진피해 학교 3개소 12개 교실 재건 및 기자재 지원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교육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포피스

사업 활동 및 성과

•자재 운반, 페인팅 등의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건축비의 5%를 절감

협력 등을 중요한 활동으로 포함하여 학교 건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으며, 여성 리더십 교육 및 자발적인 모금활동 전개 등
역량강화에 긍정적 기여

•아동들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활동,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Happy school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 개선 외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 학교들이 참여할 수

ⓒ 서비스포피스

있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추진 예정임

ⓒ 서비스포피스

•사업 기획단계부터 주민 교육 및 자원활동 참여, 주민위원회와의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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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강진피해 복구를 위한
산골학교 건립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3. 21 ~ 2017. 1.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신두팔촉 지역, Sindupalchowk District,
Palchok / Kiwool VDC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800명 및 2개 학교 학생 170명

사업목적 신두팔촉 지역 지진피해학교 재건을 통한 초등 교육시설 및 주민
서비스 공간 제공

수행기관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Nepal

ⓒ 지구촌공생회

사업 활동 및 성과

•2개 VDC 내 지진피해 학교 2개소 14개 교실 재건 및 기자재 지원

•학교 공간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주민 회의, 교육, 보건 등
•학생 및 주민 대상으로 지역 병원과 연계한 보건, 응급처치 교육 제공 및
학교 내 필수 의약품 비치

•공사 전후 주민공청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학교
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창립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지난 14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 11개국과

아프리카 케냐, 중남미 아이티 등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공간 구성, 담장, 경사로 등 요청사항을 반영한 추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반 작업 및 도로 개선 등의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학교 완공 후에도 필요한 추가 공사 및 보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자체

교사 지원, 학교 시설을 문화 및 대피장소로 활용하도록 협의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 지구촌공생회

ⓒ 지구촌공생회

긴급 식량지원사업
조기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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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피해 지역
재난위험경감 사업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국제단체입니다.

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비타트는 1976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180만 채 이상의 집을 세웠으며
약 980만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집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 8. 1 ~ 2017. 3. 31

사업지역 네팔 중부 카브레팔란촉 지역, Kavrepalanchok District,
Panchkhal VDC

사업대상 해당 VDC 주민 총 1,657가구, 직접 현금지원 34가구 236명
사업목적 단계별 지원 Tiered Assistance 을 통한 지진 피해 이재민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안전한 주택 재건

수행기관 한국해비타트, 네팔해비타트, 국경없는 건축가회 ASF

사업 활동 및 성과

•해당 VDC 주택피해 이재민 중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복구활동을 위한
단계별 현금 지원 자체 사업 포함 총 250가구 지원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이전보다 안전한 주택 Build Back Safer, BBS 교육
제공 및 지역 내 주택서비스지원센터 HSSC 설치를 통해 상시 건축 자문
및 정보 제공

•네팔 정부와 국가 재건을 위한 5개년 사업을 협력하여 모든 이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Blanket Approach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구별 $2,000의 금액을 단계별로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최취약계층에게는 추가 $500을 현금, 현물 또는 기술지원 등
맞춤형 방법으로 지원 2017년 정책변경에 따라 총 $3,500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 한국해비타트

차액은 네팔 정부에서 지원

•현금 지원을 통해 주택 재건과정에서 이재민 스스로 가정 환경에

적합한 도면을 선택하고 전문 기술교육 및 자문을 거쳐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단계별 승인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인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에 기여

ⓒ 한국해비타트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 한국해비타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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