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의 보건사업 프로젝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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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란?
Timed and Targeted
Counselling

Timed and Targeted Counselling(ttC)은 개인과 한 가정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BCC: 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모들이 보건소까지의 거리나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산모들과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
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 요원(Community Health Worker)이나 자원봉사자들
이 직접 집을 정해진 시기에 방문하여 산모나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재
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후속 방문을 통
해 실제 행동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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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Timed and Targeted Counselling 과정
지역 보건 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총 11번 산모의 집을 방문해 각 시기에 맞는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함께 논의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화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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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메시지 전달과 상담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보
건 요원이나 봉사자가 사용하는 시각 자료는 1~2개의 부정적인 사례와 1~2개의 긍정적인 사례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해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나눈 후에는 질문을 통해서 현재 산모나 보호자가 하는 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지,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토리북 (시각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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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딸을 안고 있는 아샤 (35)

사례 (Case Study)
우간다의 키보가(Kiboga) 지역에 사는 아샤는 3개월 전 넷째인 마리아를 낳았습니다. 키보가의 병원에는 한 명의
의사가 약 삼십오만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샤는 월드비전에서 훈련받은 봉사자를 통해 임신 4개월 차부터 ttC를 받았습니다. 봉사자는 아샤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병원에서 마리아를 낳도록 격려했습니다.

“

봉사자를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다른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는 과일을 하나도 먹지 않았었거든요.
또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배웠죠. 아기를 낳고 6개월간은 모유만 먹여야 한다고요.
모유 수유에 대해 배운 이후로 모유 양도 훨씬 더 늘었답니다.
						
- 우간다 아샤 농고비(Asha Nongobi,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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