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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화인권연대  캄보디아 뽀이뻿 마을문화센터 

‘번날라이 써바이’(신나는 도서관)을 엽니다!
2021. 6. 12  

도서관을 열면서 

쫌립쑤어!

2021년 6월 12일,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속에서 드디어 뽀이뻿

에 ‘번날라이 써바이’, 신나는 도서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캄보

디아에서 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한 끝에 도

서관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왔

던 일들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지금에서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

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지 스태프인 스라이또잊, 늠누언과 함께 도서관 프

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함께 독서지도를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많

이 읽고, 음악, 미술, 영어 등 독서 지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10월, 11월, 12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의 고등학생 장학생

이던 낌 히억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파트 타임 스태프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2월, 옛 뽀이뻿 

성당 건물을 임대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만 공사는 생각보다 예산도, 시간도 많이 걸렸

습니다. 우기에 늘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해 바닥도 높여야 했고, 비가 새서 엉망인 지붕도 고치고, 

천정도 바꾸고, 화장실도, 방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중순부터 캄보디아 

전역, 특히 뽀이뻿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동안 작업을 중지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고, 안 그래

도 좋은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여곡절

을 많이 격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3개월간의 공사도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도서

관 공간을 제대로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강의를 할 수 

교육관, 어린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독서 공간, 스태프들이 일하는 사무실 공간,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여학생들 방, 그리고 스태프들과 여학생들이 먹고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공간인 부엌, 한국에서 방문할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손님방까지, 천천히 하나

씩 준비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완성되면 함께 지낼 여학생들도 미리 선정하였지만, 아쉽게도 아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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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지내지는 못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아이들과도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웃들을 

초대해 도서관 개관행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스태프들과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함께 더 고민해보겠습니

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모임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아시아평

화인권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가족 공동체도 잘 만들고 싶습니다. 공립 초

등학교 도서관도 꾸며주고,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교사들과 함께 독서교육에 대해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양강좌도 진행하고, 가끔은 캄보디아

어로 제대로 번역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계속

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뽀이뻿, 어쩌면 참 멀고도 낯선 곳이었겠지만, 도서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

깝고 친근한 곳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캄보디아에서 함께 

만나 즐겁게 보듬어 안고 이야기 나눌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번날라이 써바이’, 

신나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어꾼 쯔란! 

2021년 6월 

뽀이뻿에서 이미란 드림

 

   



▲ 교육팀 낌 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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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미란 ▲ 사무국장 스라이 또잊

▲ 교육팀 늠 누언

Ⅰ. 기본 사항 

1. 도서관 이름 : 신나는 도서관 

2. 도서관 소재지 : 뽀이뻿 시, 반티멘쩨이 주, 캄보디아 

3. 도서관 규모 : 전체 면적 240㎡(72.7py / 교육실 2개, 방, 주방) / 장서 10,000권(예정)

 

4. 도서관 책임자 및 운영팀 : 2020.10 3명 출발 => 2021 상반기 4명 + support group

Ÿ Director : 미란

Ÿ 사무국장 : 스라이 또잊

Ÿ 교육팀원 : 늠 누언 + 낌 히억 (2021. 상반기)

Ÿ support group : 기숙사 여학생들 (2021.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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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 프로젝트 소개  

Q1. 왜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지요? 

1. 배경

1) 기초 자료 

Ÿ 캄보디아 인구 : 약 16,000,000명

Ÿ 반티멘쩨이 주 인구 : 약 860,000명

Ÿ 뽀이뻿 인구 : 약 140,000명

Ÿ 학교 및 학생 현황 (출처 : 공교육 통계 및 지표 2017-2018, 캄보디아 교육부)

캄보디아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단위 / 학교 : 개, 학생 : 명)  

학교 (도서관 보유학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반티멘쩨이 812 (248) 15,557 94,915 25,910 11,310

캄보디아 13,112 (4,810) 205,492 2,028,694 604,991 303,947

취학율 (단위 : %)               

초등학교 총취학율 초등학교 순취학율 중학교 고등학교 

반티멘쩨이 95.3 83.8 46.6 20.1

캄보디아 107.0 92.4 56.5 28.1

진학률 및 졸업율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반복 중단 졸업 진학 반복 중단 졸업 진학 반복 중단 졸업

반티멘쩨이 92.5 3.4 4.1 73.7 81.3 2.2 16.5 36.4 78.3 2.0 19.7 14.9

캄보디아 99.4 6.2 4.4 82.1 81.7 2.5 15.8 45.3 81.1 2.0 16.9 22.2

2) 배경 설명 

Ÿ 캄보디아 교육환경은 많이 열악하다. 특히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뽀이뻿 지역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태국으로 가서 일하는 것에 향해 있는 가정이 많아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보, 지식,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책읽기 즉 독서지도 프로그

램이라 생각한다. 

Ÿ 공립 초등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하지만 뽀이뻿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는 실제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설사 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 관리 및 독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아 아이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키우는 예체능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 역시 예체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교육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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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지원사업을 진행했던 초등학교 중 
   그나마 자체 도서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오르세이르 초등학교 도서실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연수도 필요한 상황이다. 

     

Ÿ 학교 뿐 아니라 뽀이뻿 지역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을 도서관(지역 도서관)이 전혀 없다. 따

라서 뽀이뻿 지역에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그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 육, 예

체능 교육이 가능한 그룹을 형성하고, 공립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공립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Ÿ 가난한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배움이 있는 곳, 문화가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병행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

를 제공하면서 문화와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되고, 독서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룹을 양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서관의 역할 

Ÿ 뽀이뻿 아이들의 교육 및 문화 공간 (독서 프로그램 운영)   

Ÿ 뽀이뻿 초등학교에 도서관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계발하고 지원 

Ÿ 방과 후 아이들이 책도 읽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공부방 & 문화공간)

Ÿ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공간  

Q2.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1. 도서관의 비전 

▷ 뽀이뻿 최초의 제대로 된 진짜 도서관 만들기

▷ 아평의 가치인, 평화, 인권, 생태의 가치를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 다양한 교양강좌,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독서 교육, 예체능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여 뽀이뻿 지역 교육의 질 높임

▷ 독서 교육을 통해 깊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을 많이 배출하여 캄보디아 사

회의 성장에 도움 되기

▷ 우리 도서관을 롤모델로, 다른 지역 마을 도서관과 지역 문화 공간 설립 및 지원

▷ 20년 뒤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캄보디아 사람들에 의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도서관’이 

되는 것

▷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 도서관이 되는 것 (예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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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1. 2020.10 ~ 2023.9, 1차 사업기간 3년 Plan  

▶ 1년차 : 도서관 개관 및 운영, 학교 독서 지도 프로그램 출발

▶ 2년차 : 도서관 운영 활성화,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계발 및 진행

▶ 3년차 : 도서관 운영 및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공간으로 튼튼히 자리잡음

2. 도서관 프로그램 

1) 도서관 운영 

Ÿ 준비 : 2021년 1월 임대 계약 (옛 성당 건물) 

          2월 리모델링 start, 도서구입 및 정리, 도서대출 시스템 갖추기

Ÿ 시작 : 2021년 6월 개관 (온라인 오프닝 행사) 

Ÿ 내용 : 도서관 운영 및 도서 대여

Ÿ 시간 : 월~금 오전 8시~오후 7시, 토~일 오전 8시~오후 5시

Ÿ 담당 : 미란 + 또잊 + 히억

2)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1년 차 학교 한곳 선정) 

Ÿ 준비 : 뽀이뻿 지역 초등학교 한곳 선정 => 도서관 재단장 => 담당교사와 함께 도서관 프로그램 

계발하고 진행

Ÿ 시작 : 2021년 하반기 (코로나 변수) 

Ÿ 기간 : 2021년 7~12월 (학교가 문을 여는 기간)

Ÿ 시간 : 월~금 오전 8시~11시

Ÿ 내용 : 학교를 선정해서 담당교사와 함께 독서지도 수업을 진행하고, 책을 대여해준다.

Ÿ 진행 : 지속적으로 학교에 도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모니터링 진행 

          1년차 평가 후 도서관 프로그램 경험을 뽀이뻿 지역 교사들과 공유하는 워크샵 개최 

Ÿ 담당 : 스라이 또잊 + 늠누언

3) 독서지도 프로그램

Ÿ 준비 :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서관 자체프로그램으로 진행 

Ÿ 시작 : 2021년 하반기  

Ÿ 장소 : 도서관

Ÿ 시간 : 월~금 오후 3시~4시 30분 (3개월 과정)  

Ÿ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15명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오전, 오후, 주말로 나누어 진행한다) 

Ÿ 담당 : 스라이 또잊 + 신규 스탭

4) 주민 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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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준비 : 영어, 한국어, 컴퓨터, 음악, 미술 중 강사 준비 (강사 준비되면 강좌 개최)    

          한국어 강좌 먼저 열어 도서관 이용 기회 제공   

Ÿ 시작 : 2021년 하반기 

Ÿ 장소 : 도서관

Ÿ 시간 : 화~금 저녁 5시~6시 (1개월 과정)  

Ÿ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10명

Ÿ 담당 : 미란 + 대학생 기숙사생

5) 여학생 기숙사

Ÿ 준비 :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여학생들 3~5명 선발 

Ÿ 내용 : 숙식제공 및 교육기회 제공 + 기숙생들은 도서관 support group으로 교육 

Ÿ 시작 : 2021년 3월 

Ÿ 장소 : 도서관 내 숙소 

Ÿ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 

Ÿ 담당 : 미란 + 대학생 기숙사생

Q4.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요? 

Ÿ 독서 및 예체능 교육에 대한 전문가 없습니다 

    => 팀원들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

       도서관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진 한국인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초대해서 교육팀과 워크샵

       혹은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임 

Ÿ 도서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없습니다 

    => 운영팀이 함께 배우고 공부할 예정

       도움 줄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초청해 워크샵 진행 계획

Ÿ 함께 일할 활동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숙사생을 활동가로 양성할 계획임 

       돈보스코학교와 Mothers’House(수녀님 기숙사) 아이들도 참여하도록하여 활동가 양성 계획 

       함께 일하면 많은 인센티브 만듦 (미얀마, 태국, 베트남 방문 기회 만들기, 한국 연수 등)

Ÿ 캄보디아 현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하고, 어려움이 크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 

Ÿ 훌륭한 팀워크 만들기 (특히 캄보디아 스태프들과의 명확한 의사소통, 의견조율, 신뢰를 바탕으

로 한 관계 수립)

   => 캄보디아어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함 + 스태프들의 영어공부 의무로 

      아평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진행 (MT, 가치 공유 워크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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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 도서관 프로젝트 준비 

- 도서관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스태프 선발 (2명)

- 스태프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 자료 준비

10월

‣ 스태프 트레이닝 진행  

- 스태프 오리엔테이션 

- 스태프 워크샵1 (독서지도 트레이닝, 미술)

11월

‣ 스태프 트레이닝 진행 

- 스태프 워크샵2 (독서지도 트레이닝, 음악)

- 프놈펜 방문 (단체방문)

12월
‣ 프로그램 준비 : 독서지도 프로그램 만들기

‣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학교 협의

2021년 

1월

‣ 도서관 임대 계약 체결 

‣ 스태프 1명 추가 모집

‣ 마을 주민 생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2월

‣ 도서관 리모델링 start  

‣ 도서관 운영준비

‣ 기숙사 여학생 선발 (선발 했으나 코로나 이후 입소) 

3~5월

‣ 도서관 리모델링 진행

‣ 도서관 운영준비 

‣ 마을 주민 생계지원 프로그램2 운영

6월
‣ 도서관 오프닝

‣ 도서관 운영준비 (도서구입, 프로그램 준비) 

하반기 

‣ 도서관 운영

‣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준비

‣ 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시작

‣ 주민강좌 시작 (한국어 강좌)

 1년차 사업 보고서 작성 및 2년차 사업계획서 마련

Ⅳ.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1년차 일정 (2020. 9 ~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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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계획 및 예산 마련 계획은? 

1. 도서관 예산 

◭ 1년차 (2020.10~2021.9) 예산 / 단위 $

  

항목 내 역 금액 (단위 : $)

1. 도서관 꾸미기

건물 리모델링 18,000

42,650

사무실 3,820

도서관
15,720

(도서구입비 10,000$)
교육실 1,515

기숙사 3,595

2. 운영비 

인건비 6,900

14,500사무실 유지비 4,600

기숙사  3,000

3. 사업비 
학교 도서실 만들기1 3,000

6,000
주민 긴급생필품지원 3,000

총 합계 63,150$  (75,780,000원 / 1$=1200원)  
(※ 도서구입 10,000$은 ㈜나눅스에서 도서로 후원 예정) 

  ♣ 별첨 : 후원해 주신 분들 리스트  

  

2. 예산 확보 계획 

Ÿ 도서관 계획 공유 및 후원인 모집 

   => 2021년 6월 개관을 중심으로 추진 (리모델링 및 1년 예산 확보) 

      2021년 12월 Director 미란의 한국 방문 시 후원모임 진행 

Ÿ 기존 교사역량강화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학교 도서실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 

Ÿ 해외지원 여성, 어린이 단체에 펀드 신청하기 (기숙사, 도서관 프로그램)

Ÿ 캄보디아 내 도서 지원하는 단체 알아보기

Ÿ 지역주민강좌 참가비 받기 (강사비 자체 조달 가능하도록)

Ÿ 도서관에서 일 년에 한번 후원행사 하기 (바자회, 일일주점, 일일한국식당, 공연 등등)

Ÿ 캄보디아 현지에서 후원회원 모집하기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도서관, 마을 
문화센터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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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후원자명 금액(원) 비고

1 김문정 1,000,000

2 이인경 300,000

3 이연학 1,000,000

4 정현주 2,000,000

5 정귀순+안양숙 10,001,276

6 조대환 50,000

7 김희순 1,000,000

8 김용보 100,000

9 김그루 100,000

10 반갑다친구야 2,500,000 학교도서관지원

11 정계순 1,000,000

12 가람중학교 723,200

13 정지숙 300,000

14 반갑다친구야 950,000 학교도서관지원

15 조병준 5,000,000

16 이미란+김희순 10,000,000

17 최병현 200,000

18 반갑다친구야 2,240,000 도서관물품후원

19 박숙경 230,000

20 구영지 50,000

21 김고은 50,000

22 김소휘 50,000

23 김정옥 50,000

24 김현택 50,000

번
호

후원자명 금액(원) 비고

25 노윤미 50,000

26 노인숙 25,000

27 노해정 50,000

28 박미옥 25,000

29 박영희 250,000

30 서호정 50,000

31 성경희 50,000

32 소원(박진주) 150,000

33 윤미경 50,000

34 이경화(교사) 50,000

35 이권희 50,000

36 이말선 150,000

37 이명옥 100,000

38 이영진 150,000

39 이필선 25,000

40 이혜경 25,000

41 전지현 50,000

42 하수경 75,000

43 하정무 50,000

44 허유화 50,000

45 홍준표(김태숙) 100,000

※ 특별후원금 50,000,000

합계 : 90,519,476원

❛신나는 도서관❜ 후원 리스트 (2021.01.01 ~ 05.31)
※ 후원해 주신 돈으로 도서관을 꾸몄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 1~19 후원은 도서관 인테리어, 비품구입에 특별 후원해 주셨고, 20~45 후원은 기존 교사지원

프로그램 정기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도서관 정기후원으로 전환되신 분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