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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마카론디 희망학교 결과보고서 

1. 개요  

사업명 니제르 마카론디(Makalondi) 희망학교 사업 

사업지역 
니제르 틸라베리(Tillabéri) 지역에 있는 토로디(Torodi) 지구 
내 마카론디(Makalondi) 지역개발사업장 

사업기간 2013 년 3 월 - 2014 년 2 월 

사업영역 교육 

수혜자수 
직접수혜자: 남자아동 및 여자아동 1004 명, 
간접수혜자: 마카론디 마을 인구 4442 명 

사업예산 USD 130,000 

 

2. 성과 및 결과  

니제르 마카론디 희망학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위생시설과 더불어 

4 개의 교실을 신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더욱 개선된 학습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짚으로 이어 만들어진 간이 교실에서 공부하던 94 명의 남녀학생들이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진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 학급 당 학생의 수가 47 명에서 41 명으로 줄어들면서 학습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3) 기존에 283 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개의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이제 94 명 당 

화장실을 한 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4) 기존에는 한 책상에 4 명이 앉아 비좁게 공부하였지만 이제 3 명 이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으로 바꾸고 의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관련 

총 교실 4 칸과 화장실 2 개가 신축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교실 당 40~50 명을 수용할 수 있기에 이번에 새로 신축된 4 개의 

교실은 이번 학기에 총 200 명의 학생들과 4 명의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교사, 학생들의 기여도  

본 사업을 통해 마카론디 학교 학생 17 명과 추후에 다른 교육자들 및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15 명의 교사들이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수방법 및 의식을 고취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학교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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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농장과 관련된 활동은 주로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나무 

90 그루를 심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현재 심어진 나무만 해도 110 그루로 수확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변화사진  

  
새로 지어진 교실의 모습 학교 주변에 지어진 담벽 

  
새로 설치된 벽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신축된 화장실 2 개 

 

 

새로 지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교실 외부 희망학교 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