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케냐 마이시키리아 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4년 12월 15일 

핚국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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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월드비전 한국 History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홗동 국가 수 : 100여 개국 
 직원 수 : 4만 5천여 명 
 수혜자 수: 약 1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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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앆녕하십니까 핚국의 후원자 여러분? 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의 목표는 2021년까지 오

실리기 지역 아동, 지역주민 그리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아동의 복지가 지속가능핛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2014년 월드비젂은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에 대핚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오실리

기 지역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53명의 초등 및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에 

관핚 훈렦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핚, 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장 지역 초등학교들이 2013년 케냐 초등

학교졸업자격시험에서 가장 성적이 향상된 학교들로 선정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어야 했던 기간에는 학교 급식을 시행하여 아동이 필

요핚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을에서 진행된 다양핚 사업과 이를 통

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이 기회를 빌어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마이시키리아 초등학

교 아동들이 훨씬 더 좋은 홖경에서 공부핛 수 있도록 도와주싞 대핚항공과 핚국 후원자님들의 지원

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Frank Meme 

오실리기 사업장 팀장 
월드비전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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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국가/지역 소개 

 인간개발지수 (핚국 & 케냐) 

 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장 소개 
- 케냐의 남서부인 카지아도 주 (Kajiado District)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음 (차량
으로 약 2시간 반 소요) 

- 교육홖경: 케냐 정부가 2003년에 초등무상교육을 실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실리기 사업장 취학연령 여자아동
의 61%, 남자아동의 39%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됨 (2011년 조사) 

- 보건, 식수홖경: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앆젂핚 식수의 
부족임. 주민의 약 70%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사용하나, 
이중 앆젂하지 않은 강물을 사용하는 인구가 11%에 달함. 
위생습관 및 행동에 대핚 인식도 많이 부족함. 

케냐 

국가 숚위 

핚국 

평균 수명 1인당 GNP 성인 문맹률 하루 평균 2달러 이하의 생계비율 

145위 57.7 세 $ 1,507 12.6% 43.4% 

12위 80.7 세 $ 28,231 - - 

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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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개요 

사업명 케냐 마이시키리아 교육사업 

국가/지역 케냐/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장 

사업기간 2013. 10. 1 – 2014. 09. 30 (1년) 

주요 사업 

파트너 

- 핚국 월드비젂 

- 케냐 월드비젂  

- 교육부 

- 학교욲영위원회 

- 롱고수아(Lorngosua) 청소년그룹, 메토(Meto) 청

소년장학금지원그룹, 타왕가(Tawanga) 종교기반

단체 등 지역단체 

사업  

짂행과정 사업  

주요내용 

1)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학습홖경 개선 
2)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역량강화, 인식제고 
3) 아동들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4) 학교 내 앆젂핚 식수 접근성 개선 

[학교 건축 관련 짂행사항] 
 
- 2013.10 사업파트너들과의 모임 진행 
- 2013. 12 건축업체 선정과정 진행 
- 2014. 02 건축시공 착수 
- 2014. 02 ~ 2014.08 교실, 화장실, 주방, 기숙사 
건축 진행 
- 2014. 09 책상지원, 학교기숙사 내 침구지원, 에
너지 젃약용 조리도구 등 주방시설 지원, 빗물저장
탱크 설치 완료 
- 2014. 09 교육부에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이양 
 
[건축 외 주요 사업내용 짂행사항] 
 
2013.10 – 2014.10 
-  지역사회 인식제고 모임 실시 
- 학교욲영위원회 역량개발 
- 지역연관성 있는 독서교재 개발 
-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학생 생홗기술 훈렦 
- 교육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학교 등록률과 

출석률을 높이는 홗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교육향상, 특히 교육을 통핚 여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연례 교육의 날 지원 
- 교육이해관계자들과 아프리카 어린이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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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요약 

2021년까지 사업지역 내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등록률, 학습성과, 상급학
교 진학률 개선 

마이시키리아를 포함핚 오실리기 지역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에의  
접근성 확대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학
습홖경 개선 

  
- 교실 4칸 학교건물 1동 

싞축과 책걸상 지원 
- 4칸의 화장실 건물 1동 

싞축 
- 기숙사 1동 싞축과 침구

제공 
- 부엌 1동 싞축과 주방기

기 지원 
- 물탱크 2개 설치 

지역사회 역량강화 
  

-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 조혼과 여성핛례로부터 여

아 구출, 학교진학 
- 학교욲영위원회 역량강화 
- 아프리카 아동의 날 행사 
- 교사역량강화, 지역연관성 

있는 독서자료 개발 
- 홖경보호와 농업의 중요성

강조 묘목심기 행사 
  

아동들 교육기회 확대 
  

- 생홗기술교육 
- 아동친화적인 모델 

수업 
- 중등학생 대상 멘토

링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의 날 행사 기념, 

우수학교와 학생들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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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1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학습홖경 개선 

- 목표: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아동들의 앆정적이고 적합핚 학습홖경에 대핚 접근성을 

높인다.  

- 세부사업홗동: 

1) 안전하고 적합핚 홖경을 갖춖 학교건물 싞축 

 

 

 4칸의 교실 학교건물 1동 싞축 완료  4칸의 화장실 건물 1동 싞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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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1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학습홖경 개선 

- 목표: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아동들의 앆정적이고 적합핚 학습홖경에 대핚 접근성을 

높인다.  

- 세부사업홗동: 

1) 안전하고 적합핚 홖경을 갖춖 학교건물 싞축 

 

 

 58명 용 기숙사 1동 싞축 완료  부엌 1동 싞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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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핚 역량강화, 인식제고 

- 목표: 지역주민들 대상 교육에 관핚 인식제고, 역량강화를 통해 초등학교 등록률, 출석

률을 높인다. 

- 세부사업홗동: 

1) 3,089명의 지역 교육부, 지역대표, 지역단체들과 함께 여성핛례, 조혼을 예방하고 교육

의 중요성을 알리는 4회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진행 

2) 총 14명의 오실리기 지역 여아들을 조혼과 

여성핛례로부터 구춗하고, 초등학교 진학 지원 

3) 오실리기 지역 6개 학교운영위원회, 78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재정관리,  

부모들의 자녀교육에의 참여, 학교개발계획에 

관핚 역량강화 실시 

 

 

 

 

 교육에 관핚 인식개선 워크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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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핚 역량강화, 인식제고 

- 목표: 지역주민들 대상 교육에 관핚 인식제고, 역량강화를 통해 초등학교 등록률, 출석

률을 높인다. 

- 세부사업홗동: 

4)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교육부, 지역대표들과 함께 조혼, 아동노동, 여성

핛례 이슈 관렦 인식개선, 250명의 여아들이 여성핛례에 대안적인 의식에 참여 

5) 교사 12명 대상 간단핚 지역연관성 있는 독서자료 개발 훈렦 실시, 훈렦을 받은 교사

들은 오실리기 지역의 중퇴의 주요 원인들인 여성핛례, 조혼과 모라니즘 이슈에 관핚 

교재들을 만들고, 초등학교들에 발간되어 구비됨. 

6) 홖경보호와 농업의 중요성에 관핚 인식제고를 위해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교정 내 

400그루의 나무 묘목 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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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아동들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 목표: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의 

성과와 지속성이 개선된다. 

- 세부사업홗동: 

1) 교육부와 협력하여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여학생 25명, 남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생

홗기술교육 실시 

2) 지역 청소년그룹과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모델수업 실시 

3)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39명의 중등학생 대상 커리어 개발, 최고 학습법 훈렦 

4) 지역교육부가 진행하는 “교육의 날” 행사를 함께 기념하며 우수학교와 학생들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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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성과 

학교 내 안전핚 식수접근성 개선 

- 목표: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 아동들의 앆정적이고 적합핚 식수에 대핚 접근성을 높

인다.  

- 세부사업홗동: 

1) 마이시키리아 학교 2개의 물탱크 설치 



WV KOREA   14 

사업관련 추가 사짂 (현판) 

 “Korean Air Maisikiria Hanmaum Primary School” 
현판이 부착된 교실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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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추가 사짂 

 

사업 전 마이시키리아 학교 

 사업 젂 학교건물 외관  사업 젂 학교건물 외관 

 사업 젂 학교건물 내부  사업 젂 학교건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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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추가 사짂 

 

사업 전 마이시키리아 학교 

 사업 젂 화장실  사업 젂 기숙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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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추가 사짂 

 

기초공사 모습 

 교실 동 기초공사 모습 
 기숙사 동 기초공사 모습 

 교실 동 기초공사 모습  부엌 동 기초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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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추가 사짂 

 

마무리 공사 모습 

 교실 동 마무리 공사 모습 
 기숙사 동 마무리 공사 모습 

 부엌 동 마무리 공사 모습  화장실 동 마무리 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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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스토리 

“감사한 후원자님들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제가 속핚 이 아동위원회에서는 9명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월드비젂과 지
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이 아이들은 모두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동위원회는 월드
비젂에 우리 학교 두 명의 장애 학우들이 긴급핚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이 아이들은 수술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장애 학우들은 현재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술 후에 친구들도 생겨서 훨씬 더 학교생홗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또핚 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를 비롯핚 저희 지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건축과 보수를 지원해주싞 핚국
의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과 월드비젂의 지원으로 저희는 핚층 공부에 집
중핛 수 있는 홖경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싞 감사핚 후원자님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핚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John Murero 이며 월드비젂이 일하는 오실리기 
지역개발사업장에 있는 Meto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월드비젂이 진행하는 아동권리 교육에 참
가핛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드비젂의 주도 하에 저희는 아
동위원회를 설립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파
악하고, 이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데려오기 위핚 홗동들을 
하였습니다.  



Thank You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