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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롤띠아말로이, 메토 초등학교 결과보고서  

1. 개요  

사업명 케냐 마사이 여자아동 교육사업 

사업지역 
1. 나망가 지역 [메일와, 엘루나타, 메토 지구] 

2. 일비실 지역 [루룬구수아, 루안체 지구] 

사업기간 2013 년 9 월 완공 

사업영역 교육 

수혜자수 18,000 명 [남성, 여성, 아동] 

사업예산 USD 150,000 

 

2. 성과 및 결과  

본 사업의 목표는 오실리기 사업장의 소외된 여자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재학율, 

학업성취도 및 진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애를 가진 

900 명(아동: 512 명, 남성: 225 명, 여성: 163 명)이 국가장애인협회에 등록하였고 그 중 

중증 장애를 가진 20 명은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8 인실 기숙사 건축 

 2 학급의 유치원 건축 

 화장실 건축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기술전수 

 교사연수 및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주민 및 여학생 대상 교육 인식개선 활동 

 

목표 1. 2013 년까지 여자아동들의 양성평등을 이루는 교육 접근성 향상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 

카지아도아동발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와 지역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가장애인협회에 

등록된 900 명(아동: 512 명, 남성: 225 명, 여성: 163 명)이 매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사이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여자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관습과 신념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자아동과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수가 2,968 명에 도달했습니다. 

  

목표 2. 2015 년까지 여학생 학교 등록률 및 졸업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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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보건영양부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각각 30 명의 남학생, 여학생을 선정하여 

생활기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엘루아나타 초등학교 2 명의 장애학생들이 

사업장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롤띠아밀로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롤띠아밀로이 

유치원과 화장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롤띠아밀로이 유치원 57 명의 학생들의 

등하교 거리가 7km 에서 3km 로 줄었습니다. 

메토 학교 내의 58 인용 기숙사 설립 또한 여자아동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도왔습니다.  

여아기숙사는 조혼이나 여성할례의 악습으로부터 여자아동을 구출하고,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을 돕습니다. 

 

3. 변화사진  

  
온실과 텃밭에서 작물재배 교육을 받고 있는 메토 학교 학생들 

  
메토 초등학교 양계장 내부 모습 양계장의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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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을주민들 유치원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모습 

  
롤띠아밀로이 화장실 완공 메토 학교 여학생 기숙사 완공 

  

롤띠아밀로이 학교 완공 메토 학교 여학생 기숙사 완공 

 
 

4.  변화사례 

메토 초등학교의 이야기 

“저는 메토 초등학교의 교장인 셈페타입니다. 우리 학교에 도움을 준 월드비전 오실리기 

사업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고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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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료가 

부족하여 결석하거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월드비전의 소득증대활동의 지원을 받아 온실이나 양계장을 통해 9,000 실링의 

(약 10 만원 정도) 토마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양도되어 교내의 취약한 아동 9 명의 수업료의 절반을 보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실과 양계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보조해서 결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250 마리인 닭의 수를 

500 마리까지 늘려서 더 많은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돕게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BS 와 월드비전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월드비전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santenisana)!” 

  
메토 초등학교 내 온실 메토 초등학교 온실에서 기르고 있는 토마토 

 

롤띠아밀로이 유치원 이야기 

(롤띠아밀로이 유치원의 학교운영위원회장 메푸코리세이타씨의 이야기) 

“지난 3 년간 학생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메토 초등학교는 7km 나 

떨어져 있었지요. 학교로 가는 길은 하이에나와 표범이 곳곳에 배회하여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길은 여러 관목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기에는 시냇물이 범람해 오랜 

기간동안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 월에는 거의 통학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실은 진흙벽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나무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기에는 조그만 개울이 생겨 모기가 산란하기 때문에 비가 

멈출 때까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더운 여름에는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 오후 수업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월드비전 사업장은 2 칸의 교실과 화장실 두 개를 건축했습니다. 현재 완공된 교실은 

짧은 우기인 10 월에 매우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교실에 물이 차거나 

질퍽질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원에 등록된 학생수가 기존의 26 명에서 10 월에는 

57 명으로 증가했으며 내년 1 월에는 적어도 80-100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준 SBS 희망 TV 와 월드비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사업이 진행되기 전 롤띠아밀로이 학교 내부 완공 후 롤띠아밀로이 교실 앞에서 학교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