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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명 잠비아루프완야마교육지원사업 (Zambia Lufwanyama Education Project)

사업기간 2015.9~2018.10 (38개월)

우물신축사업기간 2015년 9월 ~ 2017년 1월 (17개월/1차년도사업)

사업지역 잠비아코퍼벨트주루프완야마지역

사업목적 양질의교육제공및교육환경개선

직접수혜자
-아동 3,600명 / 교사및공무원: 30명
- 1차년도수혜자총 2,510명 (3-6세아동 240명, 초등학교학생 2,240명, 교사및공무원 30명)

주요활동

1차년도사업: Kafubu West & Fipokola학교지원내용

사업예산 1차년도사업예산 1,327,356,281원 중 20,000,000원 후원(관리운영비 20% 포함)

초등학교교실신축
각학교 2개동

(1X2,1X3)

우물신축 (태양집열판, 
물탱크, 펌프등) 

교사용책상, 의자, 
학생용책상, 의자,
매트리스등구매

출생신고
인식증진활동

교사숙소신축
각학교 1개동

화장실신축
각학교 3개실

야외놀이터신축
각학교 1개소

지역주민
인식증진활동

ECCD 센터신축 (1x1) 
각학교 1개동

한솔케미칼후원사업 (Kafubu west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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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잠비아루프완야마지역

사업지역

잠비아루프완야마교육지원사업 1차년도사업지(1/2)

잠비아루프완야마교육지원사업 1차년도사업지(2/2)

한솔케미칼후원우물신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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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완공/지원여부 주요내용

건축

영유아발달센터(ECCD) 완공 . 영유아발달센터는각학교에교실 1개가있는건물 1개동건축완공

놀이터 완공 . 각영유아발달센터에놀이터 1개소건축완공

우물
17년 2월
완공

. 각학교우물 1개건축완공

. 공사우물관리교육에지역사회주민 73명 (남: 38명, 여: 35명) 참석

화장실
화장실완공, 

세면대 2월완공
. 3개화장실과세면대 2월완공

교사숙소 완공
. 각학교에교사숙소건물 1개동씩건축완공

(남녀구분이된공간으로한쪽벽면이옆집과붙어있는건물임)

초등학교건물 완공
. 각학교에초등학교건물 2개동완공: 한건물에는교실 2개, 교무실 1개, 
다른건물에는교실 3개, 교무실 1개

한솔케미칼후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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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완공/지원여부 주요내용

학교
물품지원

책걸상지원 지원완료

. 각영유아발달센터에매트리스 2개와매트 2개지원완료

. 각영유아발달센터및초등학교에학생용책걸상, 교사용의자와책상지원완료
1.영유아발달센터지원내용
-학생용가구 60 세트 (책상 1개, 의자 4개) 
-교사용책상 2개와의자 2개
2. 초등학교지원내용
-책상 125개배분 (저학년 50개, 고학년 75개)
-교사용책상 2개와의자 2개

기타활동

지역주민인식증진및
참여활동

. 학부모, 지역사회 (국회의원, 교사, 아동)가참여한가운데영유아발달센터와
초등학교교육의중요성 (학교등록및출석장려), 학교건축활동에대한참여
유도, 교사채용등의이슈를논의함, 총240명참석 (남: 113명, 여: 127명)

출생신고인식개선활동
. 교육부및정부유관기관담당자들을초대하여지역사회주민포함총 813명
(남: 415명, 여: 398명)을대상으로출생신고의필요성을알리는인식개선
세션을가짐

지역정부대상옹호활동
. 교육부및지역교육청과정기적으로회의를하며사업진척사항및진행과정에
대한보고를하고정부기관의협조및교사파견의약속이이뤄지도록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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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진 Kafubu west 초등학교우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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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진 Kafubu west 초등학교우물사진

-교내기존 1개의우물이있었으나, 인원증가로인해식수가부족한상황이었고, 아이들이직접펌프질을해야물사용이가능했음
▶태양열집열판을활용한자동펌프시스템구축과세면대연결을통해 412명아이들에게물에대한접근성향상됨

-피포콜라초등학교교육지원사업은지역주민의참여로진행되었으며, 참여활동을통해학교에대한주인의식고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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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진 Kafubu west 초등학교화장실사진

완공된화장실

-남아, 여아,유치원총 3개화장실건축
-화장실지원예산일부한솔케미칼임직원후원금으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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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Kafubu west 초등학교우물및화장실

내용 사업예산 후원기금

우물 (태양집열판, 파이프, 식수탱크포함)  15,020,583원 15,020,583원

관리자교육및지역주민mobilization 2,363,013원 -

인건비 1,325,568원 -

화장실 14,766,819원 979,417원

사업비총계 33,475,983원 16,000,000원

관리운영비(20%) 4,000,000원

총계 20,000,000원

-우물의경우, 예산계획대비건축자재들의단가가올라집행금액이높아짐
-관리자교육및지역주민mobilization의경우, 예상했던것보다더많은지역주민들의참여가있으면서지출비용이높아짐
-화장실은예산계획대비비용절감이가능하여집행금이조금낮음

-부족분세이브더칠드런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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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진 Kafubu west 초등학교신축사진

신축된 Kafubu west초등학교 Kafubu west초등학교교실내부Kafubu west초등학교외관



11

사업사진 Kafubu west 초등학교신축사진

영유아발달센터(ECCD) 완공된교사용숙소 아이들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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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