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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놈펭이다

삐싸이_지원
나이만 막내
상목바라기

미스터리 마니아
자칭 요섹녀

레잉_은선
항상 해피해피
오버 리액션의 달인
심심한거 못 참아
시간약속은 칼같이

니꼬_성열
현지 친구 많아요
크메르어 짱
준비성 특출
내 몸 챙기기 달인

꼬마_진호
찬밥 포비아
혼자가 좋아요
썰전 마니아
성열바라기



Cambodia YMCA
Childcare Center *
Children Education *
Guest house

Alternative tourism
Youth development *
Homecare for Elderly people *



E d u c a t i o n
교 육 활 동



YMCA Learning Center

교육



YMCA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

한국어교육 _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하여 아이들의 흥미

를 고취시키며 회화위주의 수업을 진행함. 

영어교육 _ 놀이와 노래를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

Play Ground _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Activity _ 동물원이나 축구장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들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Halloween/Farewell _ 아이들과 파티를 즐기며 더욱 긴밀한 유대를 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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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Children Program

교육



길거리의 방치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영어교육 _ 미술, 음악, 체육활동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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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reap Childcare Center

교육



가정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센터.

교육 _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기타활동 _ Gardening, Painting을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 아이들의 가정

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Caring _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식사와 수면, 놀이까지 함께 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지 않고 센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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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Institute

교육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폐교되었다가 다시 시작)

다시 오픈하게 된 센터를 다같이 청소하고 정리하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주로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



YOUTH
INSTITUTE



Reflection

처음 교육을 준비할 때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수업을
거듭하면서 보다 능숙해지고 잘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즐거운 일이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 아이들이 대견했다.
현지어가 부족하여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다.
아이들과 노는 건 참 좋은데 교육은 항상 어려웠다.
YI같은 경우 갑작스레 교육을 하게 되어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당황스러웠고 스트레스 받았다.
가르치는 것 보다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를 현지 이름으로 기억하고 한국어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
는 부분이 아쉽다.



Y o u t h
청 년 활 동



Community

청년



현지 청년들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차올라 생활이 어려운 집에 방문하여 모래로 바닥을 메꾸는
보수작업에 참여하였다.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마을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였다.

집 한 켠에 밭을 조성하여 할머니께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드시거나 혹은 시장
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 가정에 방문하여 식료품과 자녀들의 학용품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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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청년



현지 청년들과 지역사회문제 인식 및 개선

캄보디아 내에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전기
에 대하여 시민들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다. 페이스북 사진
틀을 제작하여 사진찍기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인
식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캄보디아에서 대두되는 문제인 쓰레기에 대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함께 쓰레기통을 만들어보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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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청년



현지 청년들과 환경문제 인식 및 교류

청년들과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눔.

인근 식당에 방문하여 쓰레기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라는 나무를 현지 청년들과 함
께 심었다.

2박 3일 간 작은 텐트 안에서 지내며 팀을 이루어 게임도 진행하였다.

인근의 해변에 현지 청년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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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맹그로브라는 나무를 심으며 맹그로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활동은 의미있었지만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일정이 너
무 쉼없이 진행되어 여태 해왔던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2박 3일 동안 현지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생활하다 보니 소통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
꼈지만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활동 막바지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껌뽓, 너와 함께 한 모든 날들이 좋았다._진호
현지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중간 중간 소외된 느낌이 들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힘들었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S p e c i a l
번 외 활 동



Khmer Class

Special Activity



현지 생활을 위한 현지어 공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크메르어 교육을 받았다.

팀원 전부 현지에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를 익힐 수 있었
다.



MIDDLETERM
EVALUATION



Ending Poverty Campaign

Special Activity



아이들과 캄보디아 쓰레기 문제 인식 및 개선

캄보디아에서 심각한 문제인 쓰레기에 대한 캠페인을 YLC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아이들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게

임을 통해 익히면서 아이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직접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여 앞으로의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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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분리수거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아이들에게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분리수거를 이
렇게 한다고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뿌듯하였다.
우리가 직접 진행한 이 활동이 조금은 어설퍼보이지만 아이들이 이후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모습을 보며 활동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에서조차 쓰레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쓰레기에 대
한 이야기를 한 것이 나중에 사회에서 활동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
리가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Homestay

Special Activity



현지문화체험

현지 전통가옥에서 약 일주일간 지내며 현지 식사를 하고 현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통해 현지 생활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HOMESTAY



Reflection

모기가 너무 많아 생활하는데 힘들었다.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집에서 현지식을 먹으며 지냈다는게 의미있었다.
밥을 매끼 차려주셔서 항상 감사했다.
홈스테이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당황스러웠다.



Middleterm Evaluation

Special Activity



중간과정 생활 독려

지나간두달반의생활을정리하고한국에서온간사님들과앞으로의생활
에대해이야기해보고서로앞으로잘지내보자고격려하는시간이었다. 

중간격려기간을통해캄보디아국민은행에방문하여법인장님도뵙는시
간을가졌다. 

매끼맛있는음식을먹을수있었다.



MIDDLETERM
EVALUATION



Reflection

중간격려 기간을 통하여 나의 모습도 되돌아보며 루나와의 이야기
를 통해 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득도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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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taff

Dae Leng(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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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newyear/christmas)

Dae Leng(산책)



NEW
YEAR’S

DAY



CHRISTMAS
PARTY



Wedding

Dae Leng(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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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reap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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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 s o n a l
R e f l e c t i o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