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더번 지역은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책걸상이 부족했고 비가 내리면 바닥에 물이 차고 지붕이 샜습니다. 

많은 주민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학교에 교육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아동들의 학업 포기 및 중퇴율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교육을 진행하였고, 학교를 건축하고 책걸상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아동이 

학교에 꾸준히 다니며 공부하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정기 

적으로 진행해 학교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마을에서는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건강이 악화 

된다는 미신이 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집에서 출산하였고, 대부분의 가정 

에 화장실이 없고, 마을에 식수시설이 전혀 없어 오염된 물로 밥을 짓고 식음하여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여, 아동들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또한, 마을에 화장실과 

식수펌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농업기술 및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농작물을 

효과적으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조차 없는 주민들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생계를 제대로 이어나갈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농업교육과 실습, 농기구 등을 제공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여성, 가장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재정교육을 

진행하고 저축모임을 조직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비책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고 가정의 결정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들은 아동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마을에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조혼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여자 아동들은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님의 

반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들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옹호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들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