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치 않은 임신 예방과 불안전한 임신중절 방지지표는 메리 스톱스 
인터내셔널의 영향력(Marie Stopes International�s Impact) 2 (ver. 5)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

‡  피임 지속 연수(Couple years of protection, CYP)는 한 커플이 
피임으로 예방한 총 연수. 

*  IPPF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168,100,000건과 공공 및 사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IPPF가 제공한 서비스 
55,100,000건이 포함됨.

§  �2012년~2020년 사이에 최초 사용자 수가 6천만 명에 이르게 
한다�는 IPPF 사명에 따라, 가족계획2020 중점 국가인 58개국에 
한해 현대적 피임도구 최초 사용자 수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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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8년 주요성과

161개 

우리에 대하여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이하 IPPF)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생식 보건 
및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섭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및 개인들과 함께 일하는 정부 
기관들의 전 세계적인 연맹입니다. 

 163건
IPPF 옹호활동이 기여한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양성평등 지원 및 보호  
관련 정책·법적 변화

 1천1십만 건
원치 않은 임신 예방†

3백1십만 건
불안전한 임신중절 방지†

2억2천3백 
2십만 건
성·생식보건 서비스 제공

IPPF 활동이나 일부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www.ippf.org 웹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영국 런던에 위치한 IPPF 본부로 연락을 주십시오.

IPPF(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 출판함(2019년5월)

4 Newhams Row 
London SE1 3UZ
United Kingdom

UK Registered Charity No. 229476

tel +44 (0)20 7939 8200

email info@ippf.org

web www.ippf.org

twitter @ippf

6개 지역의 회원 협회  
및 협력 파트너

100개 국가  
성·생식 권리와 
양성평등이 존중,  
보호, 성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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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으로 모금된 
지역수입 비율

연합 및 성과

성
과

 1
. 10억 명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생식 보건 및  
권리를 행한다.

3천8십만 명 
양질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 �

2억4천2백 
6십만 명 
긍정적인 성·생식 보건 
및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

1  
높은 수행력과  
책무성을 갖춘  

하나로 연합된 연맹

1억3천 
3백만 달러
IPPF 사무국 수입 

2억6천4백 
3십만 달러 
사업비를 지원받은 
회원국들의 지역수입 �

9% 
성과기반 자금조달 
시스템(performance-based 
funding system)을 통해 
회원국 대상 프로젝트성 
기금으로 지출한 IPPF 사업비

261,573 
IPPF 자원봉사자들

1천2백3십만 명  
IPPF 활동가들

20억 개  
통합적인 성·생식 
보건서비스가 IPPF와 
협력기관들을  
통해 전달된다.

1억6천8백 
1십만 건 
제공된 성·생식 보건 서비스 �

2천3백 
5십만 건 
피임지속연수(couple years 
of protection)

6백만 명§ 
현대적 피임도구 최초 사용자

93%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추천한 IPPF 고객

5천5백1십만 건 
운영 중인 성·생식 
보건 서비스

성
과

 2
.

성
과

 3
.

성
과

 4
.



모리타니 협회 (AMPF; Association 
Mauritanienne pour la Promotion de la Famille) 

모리타니 협회(AMPF)는 보건부와 함께 사야나 주사제(Sayana 
Press)를 국가 피임도구 목록에 추가시킴으로써 모리타니에서 
피임방법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도록 옹호했습니다. 모리타니 
협회(AMPF)는 국회 및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사야나 
주사제(Sayana Press)의 장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야나 
주사제(Sayana Press)는 비임상 환경에서 제공 가능하며, 
관리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오랜기간 지속되는 가역성 
주사입니다. 2018 년에 보건부는 사야나 주사제(Sayana 
Press)의 등록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모리타니에서 여성 
피임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젠더 기반 
폭력 예방 19건

57 
개국*에서 142건 변화

 163건  성·생식 보건 및 권리에 대한 
정책·법적 변화

CHAMPION 권리
2018년 애드보커시 성과*

IPPF의 애드보커시는 서비스 접근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적 권리와 젠더 평등을 장려하며, 낙인과 차별을 줄입니다. IPPF는 
성·생식 보건 및 권리를 지지하는 법과 정책 변화를 옹호하고, 유해한 정책들을 반대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IPPF 서반구 지역

서반구의 회원국 연합 및 지역 사무소 대표들은 2018년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에 대비하여, 중앙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가 지역의 우선 순위에 대해 논의하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시민사회 
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PPF 대표들은 보건 및 교육에 관한 시민사회 선언 권고안 
초안 작성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언문은 이 지역에서의 양성 평등 옹호를 위해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 현대 피임법,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통제받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등 
성·생식보건 및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IPPF (전 세계)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대해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에 
젠더 불평등이 빈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IPPF는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젠더 평등 및 빈곤 퇴치를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종 결의문에 사용할 언어에 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본 결의문에는 
성·생식 보건을 포함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촉진하고, 빈곤의 여성화와 기존의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콜롬비아 협회 (PROFAMILIA; Asociación  
Pro-Bienestar de la Familia Colombiana)

콜롬비아에서는 낙태가 일부 허용됩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보수적인 판사가 낙태 조항에 기간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콜롬비아 협회(PROFAMILIA)와 여성 
인권단체는 낙태를 제한시키는 조건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를 알리고 인식을 높이고자 법적 서류와 캠페인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 재판소는 낙태 조항에 대한 
장벽이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국제적 책무를 어기는 것임을 
선언하면서 본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스웨덴 협회 (RFSU; Riksförbundet för  
Sexuell Upplysning)

성·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목표로, 스웨덴 협회(RFSU)는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와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스웨덴 협회(RFSU)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판결의회위원회의 정치인들이 명백한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법률을 
지지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입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알바니아 협회 (ACPD; Albanian Centre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알바니아에선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의 비율이 높습니다. 
알바니아 협회(ACPD)는 블로러(Vlora)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성·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의 경제적 
독립과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중점을 둔 지원을 
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생존자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 교통 및 직업 
훈련은 무료로 제공되며, 생존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임대료 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라누마-파키스탄 협회 (Rahnuma-FPAP; Rahnuma-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Pakistan)

라누마-파키스탄 협회(Rahnuma-FPAP)는 국회의원, 지역 지주, 
정책 입안자, 시민단체, 언론과 함께 청년 및 여성의 성·생식 
보건 및 권리에 대한 접근을 개선했습니다. 라누마-파키스탄 
협회(Rahnuma-FPAP)는 발루치스탄 인구복지 TF(Balochistan 
Population Welfare Task Force)의 일원으로서 발루치스탄의 
인구정책 초안 작성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본 정책은 
2018년에 양질의 성·생식보건 서비스 및 피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고, 성·생식보건 권리에 관한 청년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승인되었습니다. 

우간다 협회 (RHU; Reproductive 
Health Uganda)

2016년 이후, 우간다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 수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간다 
협회(RHU)는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개발했습니다. 우간다 협회(RHU)는 
교육체육부가 국가 성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안 버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 
교육체육부는 정규 교육 환경에서의 연령에 맞는 성교육 
커리큘럼, 교과서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협회 (IPPA; Indonesian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인도네시아 협회(IPPA)는 인도네시아 여성연합과 협력하여 
소녀들의 건강, 교육, 경제적 기회 및 조혼의 폐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의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협회(IPPA)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조혼 폐지에 
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 헌법 재판소는 여성이 
결혼 할 수있는 최소연령 요건이 비합법적이며, 이후 법적 최소 
결혼가능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증가시키도록 판결했습니다.

필리핀 협회 (FPOP; Family Planning 
Organiz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협회(FPOP)는 일로일로시(Iloilo City)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기반 차별을 처벌 할 
수있는 지방 법안을 옹호하였습니다. 필리핀 협회(FPOP)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행진을 조직하였으며,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신념, 인종 또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 
행위를 범죄로 여기는 현지법을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에, 시장은 성·생식보건 및 모두를 위한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 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적 변화 17건 

전 세계적 변화4건 

청년 교육 
및 서비스38건 피임 등 

성·생식보건 
권리 예산 19건성평등 촉진20건

성·젠더  
다양성 촉진 12건 성·생식권리 향상 3건피임방법에  

대한 접근6건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17건

위기상황에서 
성·생식보건을 
우선적으로 추진2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  19건

HIV를 가진 
사람들 지원6건

2018년 테마별 정책 및 법적 변화

* 강조 표시된 국가는 IPPF가 2018년에 한 가지 이상의 옹호활동에서 성과를 내도록 기여한 지역을 나타냄. 

조혼 종료2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