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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라오스에 도착했을 무렵의 라오스는 세계 10대 최빈국 중 하나였다.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에 둘러쌓인 공산국으로
5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당시 인구 500만의 나라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의 종전 이후 많은 국제 비영리단체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1995년에 Church World Service(CWS)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라오스에 갔습니다. 라우스
언어를 배우고 내가 받은 사회사업 훈련을 활용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립대학에 사회사업훈련을 도입시킬 큰 꿈을
꾸었습니다. 노자의 Bỏ pen nhang 철학, 즉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너그러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천히(take it easy) 라는 태도는
당사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문제해결에 그들이 참여토록 하는 참사회사업적 접근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작고 기발한 지역 자원을 이용하되 이들이 자연스럽게 펼칠 그 잠재성에 주목합니다. [Ubuntu라는] 아프리카의
개념은 라오스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CWS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나는 마을 공립학교와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을 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마을 공립학교들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Children in Especially Difficult Circumstances)의 권리, 즉 유엔 아동권리선언에서 천명한 생존, 참여, 보호, 발달과 관련된
목표들의 달성을 놓고 일했습니다. 돈코이 학교에서 돈코이 아동발달센터와 방과후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모델은 다른 네
마을로 확산되었습니다.
학교, 마을, 삶을 개선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활동 클럽들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직조, 댄스, 스토리텔링, 드로잉, 정원가꾸기, 그리고 라오스 전통활동 클럽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재활용 물자들을 활용해 극장,
도서관, 정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엔아동권리선언에 대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서로를 위한 돌봄을 존중하는 Ubuntu 정신으로 지역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전인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큰 꿈 중 하나는 대학에 사회사업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사회사업입문’이라는 과정을 도입할 수 있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 사회과학과 인문대에서 사회학과 사회개발 학사과정을 개설했으며, 이제는 일할 준비가 된 젊은
졸업생들이 매년 배출됩니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어떤 부모들은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다 보내지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장, 어선, 성 노동에 매매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등교를

유지하는 자체가 일입니다. 학교들은 교육물품이나 장비가 모자라고 가정에서는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무단 결석, 음주, 마약문제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돈코이 아동발달센터는 내가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실습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한 꿈
재활용, 나무심기, 아동중심교육, 전통노자극장에서의 공연, 댄스, 사회사업학도들을 위한 좋은 실습지, 해외 방문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나의 다양한 꿈들이 실현되었습니다. Ubuntu에 입각한 사회사업은 많은 것들, 예를 들면
화장실까지도 포함합니다. 지난번에 돈코이 학교의 꿈의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꿈의 화장실이 왜 유명해진 이유
1995년에는 학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있더라도 축축하고 더러웠으며 손을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들판으로 나가거나 집에 걸어가서 일을 봐야했고 그러면 학교로 다시 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돈코이에 화장실이 있는 새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화장실을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손씻을 곳도 만들어서 꿈의 화장실로 개조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벽화를 그려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학교 방문객들은 가난한 학교에 꽃그림 장식과 바나나 나무들로
둘러쌓인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물과 위생을 그해의 주제로 삼았을 때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곳으로 돈코이 꿈의 화장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교내에 아동발달센터와
종합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꿈의 화장실 아이디어는 라오스의 다른 지역으로 까지
퍼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는데 멀리 확산된 것입니다.
2012년에는 국립대의 신생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어린시절 다녔던 돈상파이(Donsangphai) 마을 학교에
꿈의 화장실을 만들자는 제안서를 썼습니다. 일본 비영리단체의 후원을 받고, 재활용 철판지붕과 벽돌공 자원봉사자들, 청소년
자원봉사 훈련생들이 함께하니 아름다웠습니다. 교사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안팎의 벽화 그리기를 도왔고, 지역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입은 홈메이드 티셔츠에 ‘나는 청소년 화장실 건설가입니다’라고 공표했습니다. 비공식조사에 의하면
화장실이 없는 125가정 중에서 25가정이 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위한 모금으로 최빈층에 속한 세
가정에 화장실을 지어주었고 그 중 하나는 호주의 유치원 선생님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하면서 지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 구입을 위해 후원한 호주교사들이 마을 주민들과 바나나 나무 아래에서 찰진 쌀 (khao niew), 초록 파파야
샐러드(tammakhung), 숯불생선구이(pa ping)를 먹고 있는 모습, 이것이 Ubuntu가 국제적으로 공유될 때의 모습입니다.
Ubuntu로 작은 출발점들이 큰 결과들을 나았습니다.
2010년에는 79명의 제1회 사회사업 학사과정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내가 라오스를 떠날 무렵에는 사회복지사가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토착 사회사업가들로
국제사회의 별 도움이 없이도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사회개발사(social

development

workers),

또는

지역사회개발사(community development workers)로서
훈련되어 졸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