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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루레게야/가사쿠자 희망학교 결과보고서 
 

1. 개요  

사업명 부룬디 루레게야/가사쿠자 희망학교 사업 

사업지역 
부룬디 남부 루타나(Rutana) 주(州) 

루레게야(Ruregeya)와 가사쿠자(Gasakuza) 
(기타바 지역개발사업장) 

사업기간 2013 년 5 월-2013 년 12 월 (8 개월)  

사업영역 교육 

수혜자수 
루레게야 지역 415 명의 학생, 
가사쿠자 지역 810 명의 학생 

사업예산 $ 150,000 

 

2. 성과 및 결과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루레게야와 가사쿠자 지역의 학교사정과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SBS 의 후원이 있기 전에는 기존 학교 건축 시 

쓰였던 형편없는 건축재료로 인해 학교건물이 자주 무너지곤 했습니다.  

 

월드비전은 SBS 의 후원을 받아 희망학교 사업을 통해 아래 두 개의 학교에 다음과 

같은 증축 및 개, 보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명 희망학교사업 세부 내용 

루레게야 초등학교 [학교교육환경 및 위생환경 개선] 

 3 칸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 한 동 건축 

 200 개의 책걸상 배분 

 화장실 한 동 및 세면대 건축 

 식수탱크 설치 

[교사역량 강화 및 학생지도환경 개선] 

 교무실 등 학교행정용 건물 한 동 증축 

 교사 기숙사 한 동 건축 

 방과후 교실 운영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가사쿠자 초등학교 [학교교육환경 개선] 

 3 칸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 한 동 건축 

[교사역량 강화 및 학생지도환경 개선]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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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희망학교 증축 및 개보수로 루레게야 학교에서는 더 이상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6 학년까지 수용했던 이 학교는 의무교육을 9 학년까지 늘리는 부룬디 

교육부의 새로운 전략을 새로 증축된 건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숙소의 건축은 원 거리를 통근했던 교사들에게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학습능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실시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지역정부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 합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루레게야/가사쿠자) 

루레게야 학교에서는 3 개의 교실을 추가로 더 건설하고, 열악한 상태의 건물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향상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사쿠자 학교에서는 800 명 정도의 학생들이 6 개의 교실에 나뉘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SBS 의 후원으로 3 개의 교실을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교사들이 더욱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사역량 강화 및 학생지도환경 개선 

루레게야 학교에 교사용 숙소를 건축하여 매일같이 장거리를 오가야 했던 

교사들의 학습지도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수업준비가 더욱 수월해지고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 역량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 개선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면대 설치를 통하여 예전의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급성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3. 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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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쿠자 희망학교에 새로 지어진 3 개의 교실 기뻐하는 가사쿠자 희망학교 아이들 

  
루레게야 교사숙소에 설치된 물탱크 루레게야 희망학교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에 

환호하고 있음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루레게야 학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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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레게야 학교 교무실 앞에서, 학교 교장선생님 새로 지어진 화장실과 물탱크 

 

루레게야 학교 건물 (교실 3 칸짜리 1 동) 앞에서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