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결과보고서



목차

1. 사업개요

-사업국가 및지역소개

-한솔케미칼 지원학교 소개

2. 사업보고

-사업추진 결과

-기대효과

3. 현장스케치



사업국가및지역소개

2019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동아프리카 케냐 북서쪽에 위치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곳 , 투르카나 지역의 초등학교

식수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주변 국가와 인접한

투르카나 지역은 건조지대에 위치하여 매우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케냐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투르카나의 주민들의 94.9%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식수 위생 이용율은 케냐 평균인

50% 미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른 강 바닥을 파서 물을

구하고 노상배변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해진

가뭄과 투르카나의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식수 위생 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대상국가 케냐, 투르카나지역

지역상황
메마른건조지대,

케냐에서가장열악한지역,
18만명의난민과공존하는지역

지역주민수 약 927,000명

물부족으로결석하는
초등학생비율

50.7%

빈곤인구비율 94.9%

안전한식수접근율 49% 미만 (케냐평균 59%)

사
업
개
요

투르카나지역_Turkana County



2019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 식수위생지원 사업은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나칼랄레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팀앤팀은 학교 선정을 위해 투르카나 지역의 6개 학교를

조사하였고 식수위생 상황이 열악하고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가장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개발을 통한 식수 공급과 위생

지원을위한사업을전개하였습니다.

사
업
개
요

한솔케미칼지원학교소개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식수위생지원사업

총후원금 : 3,000만원

사업목표

• 투르카나지역학교내식수및위생시설접근성향상

• 투르카나학생의결석율감소

지원학교 : 나칼랄레초등학교_Nakalale Primary School

혜택을받은사람수

• 471명 (남학생 260명, 여학생 204명, 교사 7명)

지원사업

• 태양광식수공급시설 1기구축

• 신규화장실건축및기존화장실개보수

• 교사대상보건위생교사훈련

• 교내보건위생교육및캠페인진행

• 학생위생클럽및학부모위원회구성및운영

학교위치(GPS) : 3.563584°, 35.296648°

지도
사진

나칼랄레초등학교
태양광식수공급시설

나칼랄레초등학교급수시설
(수돗가, 화장실, 급식시설)



사업추진결과

1. 태양광식수공급시설구축
나칼랄레 초등학교가 위치한 투르카나 지역은 건조지역으로 100m 이상의 관정 개발을 통해 자하수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m 이상의 지하수는 사람들이 핸드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기에

발전기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팀앤팀은 태양광 수증펌프를 지하수층에 삽입하고 물을 물탱크로 끌어올려

저장한후학생들이급수시설을통해식수를이용할수있도록태양광식수공급시설을구축하였습니다.

식수지원추진내용

• 신규지하수개발 : 관정깊이 130m | 1일지하수산출량 25,200L | 수질검사결과음용수로적합

• 태양광수중펌프및태양광패널설치

• 물탱크구축 : 물탱크높이 10m | 물탱크저장용량 21m3

• 파이프라인매설및급수시설설치 : 950m 파이프라인매설및학교및인근마을 3개급수시설설치

사
업
보
고

태양광식수공급시설사업진행과정

수리지질학적조사진행

및식수개발정부승인

지하수개발진행및

테스트펌핑, 수질분석
태양광식수시설구축

학교내식수관리

인력교육



사업추진결과

2. 위생시설지원및보건위생교육캠페인
팀앤팀은 2019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 후원을 통해 지원된 식수 시스템 구축과 함께 나칼랄레 초등학교의

열악한 위생시설 신축 및 재정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시설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 관리교육을 진행하였고, 보건위생 인식개선 교육과 위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위생 캠페인은 교내에서 지역까지 확산되어 마을 사람들이 건강한 위생 인식을

갖게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끼쳤습니다.

보건위생지원활동추진내용

• 신규화장실건축 : 2개신규화장실건축

• 기존화장실유지보수 : 화장실문, 외벽공사, 세면공간보수등

• 교사및학부모대상보건위생교육교사훈련 : 훈련수료자 13명(교사 5, 학부모 8명)

• 교내보건위생교육및캠페인진행 : 학생위생클럽위생교육 4회 | 개인및교내위생캠페인(연 4회)

• 학생위생클럽운영 : 학생위생클럽 120명선정 | 학교및마을위생캠페인진행주 2회진행

사
업
보
고

보건위생지원주요활동

신규화장실건축 /

기존화장실유지보수

초등학생/학부모

기초보건위생교육
교내보건위생캠페인 학생위생클럽운영



기대효과

사
업
보
고

2. 건강하고깨끗한위생시설을통한학생들의건강한교육환경마련
• 신규화장실건축및기존화장실보수를통해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화장실수증가

• 화장실옆면에수돗가를만들어학생들이손씻기, 화장실청소등건강한위생활동영위가능

• 나칼랄레초등학교여학생들은 ’18년폭우로인한화장실붕괴로화장실이용을못하던중

한솔케미칼의후원을통해화장실을이용할수있게됨

• 한솔케미칼의지원으로세계보건기구기준보다높은학생들의화장실이용환경구축

한솔케미칼지원전

남아 65명

여아 0명

한솔케미칼지원후

남아 24명

여아 17명

화장실
1개당

이용자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남아 50명

여아 25명

3. 학교및인근마을위생교육을통해식수위생인식개선및행동변화유도
• 교사및학부모보건위생교육교사훈련및학생위생교육을통해위생지식향상

• 보건위생캠페인을통해매주학교및마을청소및손씻기활동이주기적으로진행되고있음

1. 나칼랄레초등학교및주변마을의안전하고깨끗한식수접근율향상
• 태양광식수공급시설을통해학교내모든학생이이용할수있는충분한식수확보

• 식수원의충분한수량으로인근마을까지급수시설을확장하여주변마을주민들도깨끗한식수이용가능

• 학교내깨끗한식수원확보를통해학생들의수인성질병감소및결석률을낮추는효과기대

한솔케미칼지원후

100%
한솔케미칼지원전

0%
나칼랄레초등학교

안전한식수공급율

급수시설설치장소

3개(학교및마을)



현장스케치

나칼랄레초등학교에서식수원을개발하기위한드릴링관정개발을시작합니다. 

현
장
스
케
치



현장스케치

땅속으로관정개발을진행하면서 2m마다흙알갱이의크기를확인하며수층이나올때까지지하수개발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지하수층이발견되어물이올라오고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지하수개발완료후수량확인을위해테스트펌핑을진행합니다. 나칼랄레학생들이사용할충분한식수원이확보되었습니다.



현장스케치

지하수층에서물탱크로물을채울수있도록태양광수중펌프를삽입하는작업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학교에깨끗한물을저장할물탱크설치를위한기반작업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물탱크기반이완성되면물탱크를설치하고태양광패널을통해태양광수중펌프를운영하여깨끗한물이채워집니다.



현장스케치

물탱크기반이완성되면물탱크를설치하고태양광패널을통해태양광수중펌프를운영하여깨끗한물이채워집니다.



현장스케치

학교에설치된식수시설에대한유지보수관리교육및실습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나칼랄레초등학교학생들이건강한위생활동을할수있도록신규화장실건축기반작업이진행중입니다. 



현장스케치

화장실건물을세우고지붕설치를위해골조를올리고있습니다.



현장스케치

나칼랄레초등학생들이사용할깨끗한화장실이완성되었습니다. 좌우벽면에는수도시설이설치되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교사와학부모를대상으로보건위생교육교사양성을위한훈련이진행되었습니다. 



현장스케치

마을주민들에게손씻기의중요성을알리고손을씻는실습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기초위생교육을진행하며주민들에게응급시대응법을교육합니다. 



현장스케치

마을주민들이스스로비누를만들어사용할수있도록비누제작방법을배우고있습니다. 



현장스케치

보건위생교육교사훈련을받은선생님들과학부모단체사진



현장스케치

나칼랄레초등학교학위생클럽모집일많은학생들이위생클럽활동을위해모여들었습니다. 



현장스케치

나칼랄레학생들은학교를아름담게만들어가기위해주변나무심기를진행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학생위생클럽을대상으로기초보건위생교육을진행하고위생물품제작하는방법을교육합니다.



현장스케치

위생클럽학생들은학교와가정에서사용할비누를열심히만듭니다.



현장스케치

위생클럽을상징하는노란유니폼을입고학교주변미화활동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학교운동장에가득한잡초를제거하는활동을진행합니다. 



현장스케치

나칼랄레초등학교위생클럽입니다. 학교와가정의건강한위생환경을학생들의손으로만들어갑니다.



2019 한솔케미칼 WATER 캠페인을통해

동아프리카케냐투르카나지역의나칼랄레초등학교와주변마을에

깨끗한물과위생환경지원으로학생들과마을주민들이건강한미래를선물해주신

한솔케미칼임직원여러분들께아이들과주민들을대신하여감사드립니다. 

깨끗한물을통해나칼랄레학생들은아프리카의밝은미래로자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