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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사업유형 KOICA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사업명(국문)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 모자보건 증진사업 

사업명(영문) KOICA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 Project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수행기관 한국 월드비전 (사업수행총괄), 필리핀 월드비전 (현지 사업수행)

사업대상 지역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 동부 사말 주 및 레이떼 주 

사업 기간 2021.09.17-2025.12.31

사업예산 112억 5천만 원  

대표 수혜자 지표 4회 이상 양질의 산전 검사를 받은 임산부 수 

사업대상자 

직접 수혜자

(총 28,063명)

Ÿ 임신 수유성인 여성 (20~49세): 7,050명 
Ÿ 임신 수유 여성 청소년 (10~19세): 1,231명 
Ÿ 5세 미만 아동: 6,254명 
Ÿ 5세 미만 아동 양육자: 12,508명 
Ÿ 보건의료 인력: 220명 
Ÿ 지역 보건 요원: 800명

간접수혜자

(총 58,140명)

Ÿ 임신 수유 여성의 가족: 33,124명
Ÿ 5세 미만 아동의 가족: 25,016명

사업내용 

성과 
1.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2. 보건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모자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강화 

산출물

1.1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전달 확산
1.2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2.1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보건 시설 및 장비 개선 
2.2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품질 향상 
3.1 지역관계자 및 주민주도 옹호그룹의 정책 개선 활동 참여 확대 
3.2 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및 혁신적 의료 서비스 실시 

핵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기준치 목표치

 영향 (Impacts)
·모성사망비 

레이떼 주 41 36
동부 사말 주 103 91

·5세 미만 아동 사망율
레이떼 주 

32 30
동부 사말 주 

 성과 (Outcomes)

1

·5세 미만 아동 폐렴 치료를 위해서 보건 시설을 
방문한 비율 59.71% 73%

·5세 미만 아동 중 설사치료를 위한 경구체료제를 
처방받은 아동 비율 49.1% 52%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비율 18.8% 18.3%

2

·4회 이상 양질의 산전 관리를 받은 임산부의 비율 57% 72%

·필수 예방 접종을 완료한 아동 비율 59% 70%
·최소 기준 요건을 갖춘 기초 응급 산과시설의 

비율 60% 70%

3

·지방자치 단체 보건 관련 정책/지침 개선 수 N/A 1

·기능을 하는 EMR 체계를 보유한 LGU의 비율 N/A 80%

·사업성과 관련 발간 연구물 수 N/A 1
·현지 파트너가 신규 채용한 인력의 수 N/A 15

  

※상기 기준치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값이며 추후 성과관리 용역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선 조사 이후 

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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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배경  

1. 사업 근거

   ㅇ 동 사업은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 동부 사말 주 및 레이떼 주의 보건의료 체계 및 

서비스 강화, 주민 참여 옹호 활동과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 수유 여성과 5세 미

만 아동의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함. 

   ㅇ 동 사업은 필리핀 국가개발계획, 우리 정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對 필리핀 

국가협력전략에 근거하여 계획함.

2. 사업대상지 현황 

   ㅇ (높은 모성 및 아동 사망) 동 사업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모자보건 현황이 열악

한 지역으로, 모성 사망비의 경우, 필리핀의 2022년도 목표인 100,000명당 80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임.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의 질환과 분만 후 출혈, 조산과 유산 등이 있음. 또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32명으로1) 주요 원인은 조산 및 호흡 곤란 또는 폐렴, 설사 등의 아동 

질환으로 나타남.

   ㅇ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부재) 동부 비사야 지역의 모성 사망비는 2010년부터 2013

년 사이에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개선되고 있음. 다만 읍 (Municipality) 단위

의 신뢰성 있는 최신 모성사망비 관련 데이터를 찾기 어려움. 필리핀 보건부의 

전국적 단위의 공식 보건 정보 관리시스템인 FHSIS (Field Health Service 

Information System)는 데이터 수집방식이 모성 사망비를 사망한 환자의 거주지

1) Philippine Statistical Authority(2017). Women&Men in Eastern Visayas Statistical Handbook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 (Region) 사업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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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사망이 발생한 (상급) 의료시설의 위치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함. 이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높은 모성사망비와 비도시 지역의 낮은 모성 사망비 결

과로 나타나게 됨. 동비사야 지역은 빈곤율이 상당히 높고, 의료 인프라가 전반

적으로 취약한데 모성 사망비에 관한 정부 데이터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

   ㅇ (높은 빈곤율) 필리핀 정부는 동부 비사야를 고립낙후지역(GIDA, Geographically 

Isolated and Disadvantaged Area)으로 분류하고 있음. 동부 비사야 지역 빈곤율

은 30.9%로 필리핀 평균 빈곤율 16.6%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2). 특히 본 사업의 

사업대상 지역인 동부 비사야 지역은 필리핀 지역 중 두 번째로 빈곤율이 심한 지역

으로 파악됨. 가계 빈곤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며, 영

유아의 영양공급과도 연관이 높아 아동 주요 질병의 직간접적 원인이 됨. 

    ㅇ (자연재난 취약지역) 사업 대상지역인 비사야 지역은 필리핀 남쪽으로 유입되는 열

대성 사이클론이 늘어나면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취약지역임. 태풍을 비롯한 자

연재해는 모자보건 시스템과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 요인임.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비사야 지역 내 보건 시설이 무너지고, 의료인

력 및 보건 요원의 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면 중단

된 바 있음.

3.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2) JICA (2016) Data collection survey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해

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 0 -

성인

여성
+

사업 활동에 가

장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대상

(강점) 사업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하며, 교육/훈련을 통

한 인식 증진 및 행동 변화 가능성 큼 

(약점) 고립낙후지역의 환경과 빈곤으로 인해 필수적인 모자보

건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모성 및 영유아 보건에 대

한 지식 및 인식이 낮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빈곤이 심화되 

의료 혜택 접근이 어려움

여성

청소년
+

사업 활동에 가

장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대상

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활동에서의 배

제 가능성이 큰 

대상 

(강점) 성 생식 보건 및 모자보건 지식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큰 

대상으로, 사업 활동 참여를 통해 행동 변화 가능성이 큼 

(약점) 임신 청소년의 경우, 지역 사회 내 부정적 인식으로 인

해 시설 또는 지역 사회 내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

어 유산 및 조산 등의 위험이 증가함 

아동 +

사업 활동에 가

장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대상

(강점)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과 양육자의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에 따라 건강 상태 개선 가능성 큼 

(약점) 자신을 돌볼 수 없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취약층

으로 아동 시기 영양 상태가 평생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줌

남성 +
사업 활동에 가

장 직접적인 영

(강점) 산모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의 보건 서비스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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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여건 분석 

   가. 사업지역 환경 분석 

 ㅇ  (필리핀 보건의료 제도)3) 필리핀은 2019년 보편적 건강 보장 법안(UHC, 

Universal Health Care)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고립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동 사업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음. 또한 1991년 제정된 Local Government Code에 따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각 지방행정조직이 관활함. 

 ㅇ  (사업 지역 내 추진 여건)4) 동 사업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인 각 읍의 보건지소

(Rural Health Unit) 및 동 보건진료소(Barangay Health Station)를 거점으로 지

역사회로의 서비스 확산을 진행함. 보건지소는 출산, 산전/산후 검사 이외에도 

기본적인 시술을 제공하며, 보건진료소에서는 조산사가 상주하며 지역주민들은 

일정 교육 수료 시 지역보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사업대상 지역 내 보건

진료소는 동 당 평균 0.3개에 불과함.

 ㅇ  (e-Health) 필리핀 의회는 2019년 1월에 전국 e-Health 체계와 서비스에 관련된 

법률(National e-Health System and Service Act)을 승인. 이를 바탕으로 

e-Health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됨. 또한 필리핀 보건부는 ‘2014-2020

년 필리핀 e-Health의 전략적 체계와 계획’ (The Philippines e-Health 

Strategic Framework and Plan 2014-20)을 통해서 보건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 

3) WHO (2019) Philippine Health Review
4) Philippines Government (2010) Fifteenth congres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향을 주는 대상 
여성 및 아동 대상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

(약점) 모자보건 서비스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보건 

인력
+

사업 수행에 중

요한 역할 담당 

(강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역량 강화에 관심이 높음

(약점) 고립낙후지역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역량 강화 기회가 

부족함

보건부 +

보건 및 영양 

정책 주요 정책 

및 제도 입안 

(강점) 고립낙후지역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전

략을 마련하고, 지방 부처를 통한 실행을 총괄함  

(약점) 고립낙후지역으로까지의 서비스 연결 체계 및 정책실행 

구조가 취약 

지방 

보건

부처 

+

사업지역 내 보

건 프로그램 실

행에 대한 기술 

지원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강점) 수혜자에게 필수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뿐 아니라, 영양 

및 식수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단위의 보건 정책을 사

업지역 정책으로 실행함

(약점) 필수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기준에 부

합한 보건 시설이 부족함

지방

정부
+

보건 및 영양 

정책 주요 실행 

기관

(강점) 정책 이행을 위해 예산 배정 및 활용을 할 수 있고, 모

자보건 관련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및 캠페인 

진행 파트너 지원이 가능함 

(약점) 실질적 정책 변화로의 연결 및 재정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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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비전을 표명함. 필리핀 보

건부는 보건의료정보체계인 EMR을 통해 각 보건 시설 진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보건 시설 내 데이터 축적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고 보건 시설 내 의료인력은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지역 내 모자보건 데이터가 부재함. 특히 모성 사망 및 영아/아동 사망과 같은 모

자보건 현황을 살피기 위한 핵심 통계가 지역 단위에서 집계되지 않아 현황 파악

이 어렵고, 이로 인해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임5).

 ㅇ  (십대 임신율 증가)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10대 임신율의 증가를 보임. 필리핀 정

부내의 인구와 개발국(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하면 

필리핀 10대의 임신율이 전년대비 2019년에 약 7%의 증가함. 이러한 현상은 코

로나19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봉쇄 정책이 실시된 2020~2021년에는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9년에 62,510명

의 10대 임산부가 2021년에는 7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이러한 상황

에서 본 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10대 임신을 예방하고 또한 10대 임산부가 

보건 서비스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5. 문제 및 목표 분석 

가. 핵심 문제: 높은 모성 사망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    

  ㅇ  (지역사회의 낮은 모자보건 인식 및 서비스 접근성) 사업대상 지역인 동부 사말

과 레이떼는 고립낙후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필수적인 모성 및 영유아 보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공공보건시설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낮음. 이는 지역사회로의 모자보건 서비스 전달 채널 및 체계가 취약하고,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인함. 또한 무속 신앙에 의지하거나, 산모의 경우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

어 남편 및 시어머니의 의향에 따라 전통 방식 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에 처하기도 함. 모성사망과 아동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임신기의 적

절한 관리와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중증으로 발전되

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공공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 역시 영향을 받게 됨. 

  ㅇ  (열악한 공공보건 시설 및 서비스) 필리핀은 보건 의료체계가 수도권에 집중되

어 있으며 사업지역인 동 비사야 지역의 동부 사말과 레이떼주의 일부 보건 시

설에는 전력 및 식수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비품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낮음. 고립낙후지역의 특성상, 보건 시설 내 숙련된 의료진 확보가 어

려울 뿐 아니라 상급 시설 연계 서비스가 부재하여 지역주민과 모자보건서비스

를 연결하는 전달 체계가 취약함. 보건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

은 공공 보건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ㅇ (보건정책의 정책 및 실천역량 미비) 필리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are) 법안을 통과시키고,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보건 증

5) JICA(2016). Data collection survey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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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략 계획을 수립해 고립낙후지역까지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지

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실행이 되지 않고, 정부의 제도 및 혜택

이 연계되지 않음. 

나. 핵심 목표: 지역 내 모자보건 증진 

   ㅇ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식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 측면에서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요

자에 해당하는 동부 사말 및 레이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기반 모자보

건 서비스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함. 또한 지역사회

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보건 요원의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산

모 및 아동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수 모자보건 및 위생 등의 지식을 

전달하여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필수적인 모유 수유 등의 건강 추구 행동

(health-seeking behavior) 실천을 장려함. 또한 지역 주민이 단순 사업의 수혜자

가 아닌 사업의 핵심 참여자가 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훈련을 실시하고 정책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옹호 역량을 강화함.

   ㅇ (공공보건 시설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동부 사말과 레이떼 지역 산모들의 임신 

전/후 검진 비율을 높이고, 분만 시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보건 

시설 환경을 개선함.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응

급 산과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고, 보건 의료인력 대상의 필수 모자보

건 및 분만 시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향상시킴. 산전/산후 검진 등의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 시킴. 또한 통합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 

사망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ㅇ  (모자보건 정책 및 제도 이행 강화) 필리핀 정부의 주요 보건 정책과 서비스가 

지역으로의 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 이행 강화 활

동을 실시함. 훈련받은 주민주도 옹호그룹 및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정부

의 정책 실행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보건의료 체계 및 서비스 전달 관련 정부

의 역할 이행 및 정책 실행을 촉구하고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도모함. 지역 내 

모자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 역량을 증진하

기 위해 보건시설의 EMR을 활성화함. 이를 위해 기초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

하고, 필수 보건의료인력 대상의 데이터 축적, 기본 통계 및 보고 훈련을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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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추진계획 

1. 목표체계 

영향 (Impact)
고립낙후지역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SDG 3 달성에 기여 

é  
성과 (Outcome)

1.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2.  보건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모자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강화

é  

산출물 (Output)
1-1 1-2 2-1 2-2 3-1 3-2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보건 시설 및 
장비 제공 

공공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관계자 및 
주민주도옹호

그룹의 
정책개선활동 
참여 확대 

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é

활동/Activities
1-1 지역 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활동 1.1.1 지역보건요원의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활동 1.1.2 지역보건요원의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활동 1.1.3 지역보건요원들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1-2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활동 1.2.1 주민주도옹호그룹(CVA, Citizen Voice and Action) 형성 및 지원

활동 1.2.2 주민주도옹호그룹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정

책 인식증진 훈련 

활동 1.2.3 정책 실행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스코어 카드를 통한 평가 진행  

활동 1.2.4 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교사대상 포괄적 성교육 실시 
2-1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보건시설 및 장비 

제공 

활동 2.1.1 기초응급산과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활동 2.1.2 보건시설 기자재 지원 

활동 2.1.3 백신 콜드체인 강화를 위한 백신 저장고 지원 

2-2 공공보건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2.2.1 종합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활동 2.2.2 기초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활동 2.2.3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활동 2.2.4 상급 병원 연계 체계 강화 

활동 2.2.5 응급이송체계 강화 및 설비 지원

3-1 지역관계자 및 

주민주도옹호그룹의 

정책개선활동 참여 

확대 

활동 3.1.1 보건정책 협의 활동

활동 3.1.2 보건정책 공청회 및 계획 추진

활동 3.1.3 정책실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3-2 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활동 3.2.1 EMR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활동 3.2.2 보건의료인력 EMR 활용 훈련 제공

활동 3.2.3 원격진료 활동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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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 PDM)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1. 고립낙후지역 모자보건 증

진 

Ÿ 모성사망비
Ÿ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Ÿ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음

Ÿ 22년 대선 이후에도 
국정과제가 유지됨

성과(Outcomes)
1.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Ÿ 5세 미만 아동 폐렴 치료를 
위해서 보건시설을 방문한 
비율

Ÿ 5세 미만 아동 중 설사치료
를 위한 경구치료제(ORS)를 
처방받은 아동 비율

Ÿ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비
율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Ÿ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Ÿ 역량 강화된 
지역보건요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

Ÿ 아동양육자 및 
임산부가 
교육내용을 양육에 
잘 적용함

2. 보건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Ÿ 4회 이상 양질의 산전 검사
를 받은 임산부의 비율 

Ÿ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
동 비율

Ÿ 최소기준 요건을 갖춘 기초
응급 산과시설의 비율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Ÿ 역량 강화된 
보건의료 인력이 
이탈하지 않음 

Ÿ 충분한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짐

Ÿ 시설 및 비품, 자재 
등에 대한 공급망이 
지역으로 원활하게 
연계됨 

3. 모자보건 관련 정책 및 제
도 강화 

Ÿ 지방자치단체 모자보건 증
진 관련 정책/지침 개선 수

Ÿ 기능을 하는 EMR 체계를 보
유한 LGU의 비율 

Ÿ 사업 성과 관련 발간 연구물 
수 

Ÿ 현지파트너가 신규 채용한 
인력의 수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발간 연구물 

Ÿ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세수(Internal 
Revenue 
Allotment)를 확보함

Ÿ 지방정부 관계자의 
인사 변동으로 인해 
주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음 

산출물(Outputs)
1.1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

비스 전달 확산 

Ÿ 필수 모자보건 과정을 훈련받
은 지역보건요원의 수 

Ÿ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
은 가구의 수 

사업 활동 
보고서 

Ÿ 지역보건요원이 
훈련 내용을 
모니터링 활동에 
제대로 적용함

Ÿ 역량 있는 
지역보건요원이 
교육한 내용을 
지역주민이 적용함

1.2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
비스 모니터링 강화

Ÿ 모자보건 정책 및 제도에 대
해 훈련받은 CVA 그룹의 수  

Ÿ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된 학
교의 수 

사업활동 보고서 

Ÿ 취약계층이 주민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

Ÿ 훈련 참가자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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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

2.1  모자보건 서비스 제
공 위한 보건시설 및 
장비 개선 

Ÿ 신축 및 개보수된 기초응급 
산과(BEmONC) 보건시설의 수 

Ÿ 기자재 및 비품을 지원받은 
보건시설의 수 

사업 활동 보고서 

Ÿ 보건센터에서 시설 
및 비품을 잘 
관리함

Ÿ 시설 및 비품, 자재 
등에 대한 공급망이 
지역으로 원활하게 
연계됨 

2.2 공공 보건서비스 접근
성 강화 및 품질 향상 

Ÿ 역량교육을 받은 종합응급산
과(CEmONC)와 기초응급산
과 시설의 수

Ÿ 지원된 앰뷸런스의 수 

사업 활동 
보고서 

Ÿ 보건 의료인력이 
훈련 내용을 시설 
방문자에게 적용함

3.1 지역 관계자 및 주민
주도 옹호 그룹의 정
책개선 활동 참여 확
대  

Ÿ 정책제언 및 이행 촉진을 위
한 협의 건수

Ÿ 시행된 보건 관련 공청회 횟
수 

사업 활동 보고서 
Ÿ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가 
협의에 참여

3.2 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및 혁신적 의
료 

    서비스 실시 

Ÿ EMR 활용을 위한 기기 지원
을 받은 시설의 수

Ÿ EMR 시스템 훈련을 받은 보
건 인력의 수 

Ÿ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하는 
읍 (Municipalities)의 수  

사업 활동 보고서 

Ÿ 지역 정부 및 
시설에서 EMR 
시스템 활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

Ÿ 인터넷 연결이 
유지됨

개별활동(Activities)
1.1.1 지역보건요원의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1.1.2 지역보건요원의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1.1.3 지역보건요원들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1.2.1 주민주도옹호그룹(CVA) 형성 및 지원
1.2.2 주민주도옹호그룹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정책 인식증진 훈련 
1.2.3 정책 실행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스코어 카드를 통한 평가 진행   
1.2.4 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교사대상 포괄적 성교육 실시 

2.1.1 기초응급산과 (BEmONC)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2.1.2 보건시설 기자재 지원 
2.1.3 백신 콜드체인 강화를 위한 백신 저장고 지원 
2.2.1 종합응급산과 (CEmONC) 보건의료 인력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2.2.2 기초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산전/산후관리 

서비스 중심)
2.2.3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2.2.4 상급 병원 연계 체계 강화 
2.2.5 응급이송 설비지원을 통한 이송체계 강화 

3.1.1 보건정책 협의 활동
3.1.2 보건정책 공청회 및 계획 추진
3.1.3 정책실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3.2.1 EMR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3.2.2 보건의료인력 EMR 활용 훈련 제공
3.2.3 원격진료 활동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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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세부 추진방안 

산출물 1.1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전달 확산 
Ÿ 지역보건요원 대상 ‘시기별 맞춤형 가정방문 상담’ 관련 교육을 포함한 필수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 

훈련 및 수혜자 모니터링 훈련 진행

Ÿ 사업지역 내 임신수유여성 및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양육자대상 ‘시기별 맞춤형 가정 방문 상담’ 

진행

Ÿ 지역보건요원을 통해서 방문하는 임신수유여성,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Ÿ 지역보건요원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보건부 산하 FHSIS 데이터 수집활동에 보완적인 형태 

(Complementary)의 데이터 수집활동을 시행할 예정

Ÿ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임신기간 중에 4회 방문, 신생아 출생~5개월까지 4회 방문, 신생아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4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12회 방문이 실시됨
산출물 1.2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Ÿ 사업지역 내 모자보건 서비스 인식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옹호 활동 그룹 8개 구성

Ÿ 각 읍 당 1개 그룹을 청소년 그룹으로 구성하여, 모자보건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 

Ÿ 주민주도의 정책개선 옹호 활동을 위한 정기회의 진행

Ÿ 정부의 정책 실행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맞춰 분기별 평가 진행

Ÿ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
산출물 2.1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보건 시설 및 장비 개선 

Ÿ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하여 필리핀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시설 최소 기준(기초산과서비스

(BemONC))을 준수하는 보건소의 신축 및 개보수 계획 수립과 실행  

Ÿ 개/보수의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분만실 시설 혹은 식수 위생시설 개보수 진행

Ÿ 현지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시설에 기자재 및 비품을 지원 

Ÿ 사업대상 지역 내 보건시설 8개소에 백신 저장고를 포함한 기기 지원 
산출물 2.2 공공 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 

Ÿ 사업지역 내 종합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Ÿ 사업지역 내 기초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Ÿ 종합응급산과의 경우에는 Regional Hospital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필리핀 보건부와 Provincial, 

District, City Hospital을 관리 감독하는 지역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병원별 산과관련 의료인력들

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할 예정

Ÿ 보건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해 보건시설에서 산전 관리를 받은 취약계층 산모 키트 제공 

Ÿ 5세 미만 아동 대상 필수 접종 진행을 위한 약품 구비 현황 및 의료인력 접종 모니터링 

Ÿ 사업 지역 내 보건시설 5개소에 응급 이송 앰뷸런스 지원
산출물 3.1 지역 관계자 및 주민주도 옹호그룹의 정책 개선 활동 참여 확대 

Ÿ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과 옹호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모자보건 정책 및 제도 마련과 이행이 시급

한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 및 보건국 대상 옹호 활동 진행

Ÿ 주민주도형 옹호 활동 그룹과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모자보건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

Ÿ 모자보건 정책 관련 및 보건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Ÿ 정책변화와 실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실시

Ÿ 젠더기반폭력 대응역량 강화활동을 지역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산출물 3.2 모자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Ÿ 보건의료 정보 체계(EMR) 활용을 위한 컴퓨터 기기 지원

Ÿ 보건의료 정보 체계 활용을 위해 보건인력대상 역량 강화 훈련 진행(보건 의료 정보 의무 기록, 의

료 데이터 축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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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수혜자 분석

사업 대상 규모(남/여) 특징
본 사업에서의 

역할 및 수혜 내용

임신수유
성인여성

(20세~49세)  
총 7,050명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
지고, 아동 양육 및 모성 건강
관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
고 있기도 함 

산전/산후 관리 및 시설과 지역사
회 모자보건서비스의 주요 수혜자
이자, 5세미만 아동의 양육자로 아
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함 

임신수유여성 
청소년

(10~19세)
총 1,231명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임신 및 
출산을 숨기고, 적절한 지식을 
접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기회가 
제한됨 

주요 모자보건서비스와 아동 양육
자로 수혜를 받음. 무엇보다 가정
과 지역사회 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밝힐 수 없거나,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산모 등록
부터 관리 및 출산 과정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력 및 지
역보건 요원 훈련이 민감성을 갖
도록 함 

5세 미만 아동 

총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취
약계층이며, 해당 시기의 영양 
상태에 따라 평생의 성장과 건
강에 영향을 받음  

영양 개선 활동과 예방접종 프로
그램의 수혜자로 동 사업을 통한 
건강 증진을 기대함 

6,254명

남 여

3,189명 3,065명

5세 미만 아동 
양육자  

총

5세 미만 아동의 조부모, 또는 
부모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
사결정권한이 있으나 왜곡된 의
식을 갖고 있기도 함  

사업의 핵심 수혜자로 산모와 5세 
미만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핵
심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지역사
회 내 인식개선 및 정책 참여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주체임. 
특히 남성 양육자를 모든 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가정과 지역
사회 내 성평등 관점의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함. 

12,508명 

남 여

6,379명 6,129명

보건의료인력
(Health 

Personnel) 

총 읍(Municipality)/동(Barangay)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근
무하는 인력으로 교육 및 훈련
에 대한 욕구가 있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이 강화
되는 수혜자이자, 시설 기반 서비
스 제공을 진행하여 사업 지역의 
모자보건을 증진하는 주체임 

210명

남 여

60명 150명

지역보건요원
(Barangay 

Health Worker) 

총 지역 사회 서비스 확산의 핵심 
인력으로 보건소 및 지소 소속
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기에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 동기부여가 필요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이 강화
되는 수혜자이자, 지역 사회의 고
립 지역에까지 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의 인식을 증진하는 주요 주
체임 

800명 

남 여

100명 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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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지표 

지표
영향(Impacts)
·모성사망비 

·5세 미만 아동 사망율
성과 (Outcomes)

1 2 3

·5세 미만 아동 폐렴 치료를 위해서 보건 시

설을 방문한 비율

·5세 미만 아동 중 설사치료를 위한 경구체

료제를 처방받은 아동 비율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비율

·4회 이상 양질의 산전관리

를 받은 임산부의 비율

·필수 예방 접종을 완료한 

아동 비율

·최소 기준 요건을 갖춘 기

초 응급 산과시설의 비율

·지방자치 단체 보건 관련 정책/지침 개선 

수

·기능을 하는 EMR 체계를 보유한 LGU의 

비율

·사업성과 관련 발간 연구물 수

·현지 파트너가 신규 채용한 인력의 수 

산출물(Outputs) 개별활동(Activities)

1.1

·필수 모자보건 과정을 훈련받은 지역보건 요원의 수 1.1.1 지역보건요원의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1.1.2 지역보건요원의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1.1.3 지역보건요원들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수

1.2

·모자보건 정책 및 제도에 대해 훈련받은 CVA 그룹 

수

1.2.1 주민주도 옹호그룹 (CVA) 형성 및 지원

1.2.2. 주민주도 옹호그룹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정책 인식 증진 훈련

1.2.3 정책실행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스코어 카드를 

통한 평가 진행

1.2.4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포괄적 성교육 실

시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된 학교의 수 

2.1

·신축 및 개보수된 기초응급산과 보건시설의 수 2.1.1 기초응급산과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2.1.2 보건시설 기자재 지원

2.1.3 백신 콜드 체인 강화를 위한 백신 저장고 지원
·기자재 및 비품을 지원받은 보건시설의 수

2.2

·역량교육을 받은 종합응급산과와 기초응급산과 시설

의 수

2.2.1 종합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

스 역량강화 훈련 제공

2.2.2 기초응급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

스 역량강화 훈련제공

2.2.3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2.2.4 상급병원 연계 체계강화 

2.2.5 응급이송 체계 강화 및 설비 지원

·지원된 앰뷸런스의 수

3.1

·정책제언 및 이행촉진을 위한 협의 건수 3.1.1 보건정책 협의 활동

3.1.2 보건정책 공청회 및 계획 추진

3.1.3 정책 실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시행된 보건관련 공청회의수

3.2

·EMR 활용을 위한 기기 지원을 받은 시설의 수
3.2.1 EMR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3.2.2 보건의료인력 EMR 활용 훈련제공

3.2.3 원격진료 활동 시범 추진

·EMR 시스템을 훈련받은 보건 인력의 수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하는 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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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수행체계

1. 수행체계 

2. 현지 파트너십 

    ㅇ 월드비전은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아래의 주요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

협력 기관 협력 내용 

필리핀 정부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력을 진행
① Department of Health & Regional Center for Health and 
Development: 보건시스템강화와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가단위 보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동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진행 상황 업데이트 예정
② Health office (Provincial, Municipal): 지역 내 모든 보건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 사업이 정부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긴밀한 협조 필요

주민주도 옹호 그룹 
각 동 단위에서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민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주도형 옹호 정책개선(CVA) 사업모델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

전문성 있는 현지 
CSO와의 협력 

1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활동 수행 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력하거나, 모자보건 관련 정책개선 및 
캠페인 활동 등에서 협력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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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일정(안)

활동 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사업 약정체결 
사업 착수보고회 실시 　 　 　 　 　 　

성과 1.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산출물 1-1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확산 
지역 보건 요원의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 
훈련 제공

　 　 　 　

지역 보건 요원의 가정방문 서비스 시행
지역 보건 요원들을 활용한 자료수집 
산출물 1-2 주민주도 모자보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주민주도 옹호 그룹(CVA) 형성 및 지원 　 　 　 　 　

주민주도 옹호 그룹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정책 인식증진 훈련 
성과 2. 보건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산출물 2-1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시설 및 장비 제공 
기초 응급 산과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보건시설 기자재 지원 
백신 콜드체인 강화를 위한 백신 저장고 지원
산출물 2-2 공공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
종합 응급 산과 보건의료 인력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 훈련 제공
기초 응급 산과 보건의료 인력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 훈련 제공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상급 병원 연계 체계 강화 
응급 이송체계 강화 및 설비 지원
성과 3. 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강화
산출물 3-1 지역 관계자 및 주민주도 옹호 그룹의 정책개선 활동 참여 확대
보건정책 협의 활동  　 　 　 　 　 　

보건정책 공청회 및 계획 추진 　 　 　 　 　

정책실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산출물 3-2 보건 정보 관리체계 활성화
EMR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보건의료 인력 EMR 활용 훈련 제공 　 　 　 　 　

원격진료 활동 시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