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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사단법인 이쓰리임파워는 에너지(Energy), 교육(Educa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적정과학기술과 비즈니스 및 교육을 통해 개도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입니다.
국가전력망이 없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컴퓨터실 구축,
STEM/ICT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태양광 랜턴 및 정수기기 공급을 통해 개도국민 사회혁신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KOICA 탄자니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아루샤주 여성청소년 역량

탄자니아 국제협력

탄자니아 에너지-산업

강화를 위한 ICT교육 사업

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

IEEP (Innovative Energy Education

iTEC(Innovative Technology and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으로 3년간

Program)는 탄자니아 아루샤 공과

Energy Center)은 아프리카 지속가

(‘21~’23) 탄자니아에서 ICT 교육

대학 (ATC) 기계공학과 내 ‘메카트

능발전에 필요한 혁신 스마트 적정

을 통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로닉스 및 재료공학 융합’ 학사과정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사업화

을 진행합니다. ‘아루샤공립여자고

을 신설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과

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에 설립되었

등학교’ ICT 정규 교육, ‘학교 밖 여

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이

습니다. 이쓰리임파워는 정부와 민

성청소년’을 위한 기초학력 및 컴퓨

쓰리임파워는 국제기구 네트워킹,

간, 학계가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

터 교육, 여성청소년 진로개발을 지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하여 성과 확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원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합니다.

(주관: 한양대, 서울대, 이쓰리임파

(주관: 서울대 / 후원: 과학기술부)

(후원: 한국국제협력단)

워 /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제 S.M.A.R.T. 창업경진대회
이쓰리임파워는 청년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탄자니아와 한국 청년 · 대학(원)생
이 참여하는 국제 스마트 창업 경진
대회를 지원합니다.

ICEAS 컨퍼런스
ICEAS(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quatech and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물·
환경·산업분야 과학기술의 활용과
국제협력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를 위
해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KOICA, UNESCO와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코이카 Fill the Gap 이니셔티브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Fill the Gap 이니셔티브 (20202026)’는 여성 스스로 빈곤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
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혁적 접근(transformative approach;
정책, 제도, 사회규범 변화, 인식 제고 통한 문제해결)입니다.
아프리카 여성청소년을 위한 이쓰리임파워의 ICT 교육사업은
이러한 코이카의 혁신적인 글로벌 정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DGs 목표와 여성 ICT 교육
SDG 4 :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SDG4는 평등한 ICT교육 기회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
엔여아교육이니셔티브’(UNGEI)는 ‘젠더 대응 교육 계획’(GRESP)
를 세워 여아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SDG 5 : 성평등 (Gender Equality)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및 양성 평등 전략’

(2019-2025)과, ‘양성평등 행동계획’ (2014-2021)
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루샤주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ICT 교육사업>은 위

와 같은 SDG 4,5번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
리는 ▲탄자니아 여성리더 양성과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 ▲여성청소년의 성평등인식 제고를 실현할 것입니다.

KOICA 시민사회협력 사업

‣ 사 업 명 탄자니아 아루샤주 여성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ICT교육 사업
‣ 사업 기간 2021.03~2023.12
‣ 사 업 비 376백만원

‣ 지원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사업 내용 아루샤 공립여자고등학교 ICT 교육, 학교 밖 여성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센터, 여성청소년 ICT활용 진로개발

아루샤공립여고

탄자니아 성인여성 문맹률

33%

47%

여학생 중학교 진학률*
*초등학교 입학자수 대비,
2019, 탄자니아 통계청

▲혁신 컴퓨터교실 구축 ▲ICT 교과과정 개설 ▲ICT 교사양성
컴퓨터를 배워보지 못한 아루샤여고 학생들을 위해, 기초 컴퓨터 교육과
MS 오피스 활용, HTML 언어 등의 코딩 교육 및 아두이노, 로보키트 교육
을 진행합니다. 컴퓨터실에는 약 25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었고, 교사들도
ICT를 배우고 학습하여 컴퓨터 교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합니다.

학교 밖
컴퓨터 교실

▲컴퓨터교실 구축 ▲정규교육 탈락자 문해교육 ▲ICT 수업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소녀들에게, 태블릿 PC로 영어 읽기와 쓰기, 문장
독해 및 덧셈 뺄셈 등의 기초 산수를 가르칩니다. 나아가 MS 오피스 사용
법을 배우고 레이첼 서버 활용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게 하며 궁극적

으로 여학생들이 공교육으로 편입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STEM Fair ▲성평등교육 ▲여성리더 멘토링 ▲상담프로그램
ICT 프로젝트 박람회인 STEM fair를 개최해 여학생들이 컴퓨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청소년의 양성평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
한 성평등교육, 여성 리더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여성
멘토 강사들은 세심하게 학생들을 살피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루샤여고 MOU
아루샤시교육청 MOU
2월

KOICA 사업
약정체결 및 착수
3월

공립여고 내 컴퓨터실 구축
컴퓨터기자재 조달

4월

2021년

ICT 교육 프로그램 보완
5월
‘학교 밖 센터’ 교사 ICT 교육
6월
7월

11월

9월

10월

‘컴퓨터 센터’ 성평등
및 ICT 교육 수료식

공립여고 및 ‘컴퓨터 센터’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시행

아루샤여고 학생들의 장래희망
회계사
25%

경제학자
변호사

엔지니어
36%

8월

‘학교 밖 컴퓨터 센터’ 착수식
공립여고 착수식 진행
학교 밖 여성청소년 ICT
및 기초문해력 교육 시작

공립여고 교내
ICT교사 양성 교육

학교 밖 소녀들의 소망
99%

사업가
18%

파일럿

*2021년 10월 아루샤공립여고 ICT 수업 수강 학생 대상 설문 결과

ICT 교육을 통해
여성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83%
컴퓨터 교육이
나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9월 학교 밖 컴퓨터센터 ICT 수업 수강 학생 대상 설문 결과

컴퓨터교육 Story
방과 후 컴퓨터 클럽 활동
아루샤여고에서 정규 수업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 오후,
컴퓨터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개설 후 지원자로 가
득한 이곳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ICT/STEM 활동을 경험
하고 있답니다. 학교 웹 페이지도 만들고, 로봇을 조립하
고 움직임을 조종하는 코딩도 직접 짜 보고 있어요. 컴퓨
터 동아리는 지금 아루샤여고에서 가장 ‘핫!’ 하답니다~

학교 밖 소녀들의 꿈★ 컴퓨터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밖 소녀들은 처음으로 컴퓨터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영어를 읽고 쓸
수 없던 몇몇 학생들이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읽어가며 점점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해서 궁금한 내용을 위키피디아에 검색하고, 시험
지도 다운받아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요. 더듬더듬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녀들은 어느새 MS Word로 자
기소개서도 작성해보고, Excel을 이용해 영수증도 만들어보고, 자신만의 웹페이지도 만들어 꾸몄습니

다. 배울수록 넓어지는 컴퓨터 세상에서 모두들 눈을 반짝이고 있어요. 이곳이 학교이며, 배움의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 비가 오는 날에는 무료로 교통편을 운영하여 소녀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교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이 각 25개씩 있어요
킷킷스쿨 태블릿 10대로 40여명의 소녀들이 영어와 수학을

배우며 교육 영상을 보고 디지털 책을 읽고 있어요
아두이노 초, 중급키트로 ‘Home Security’ 등의 ICT 활
용 실습을 진행하고, 로보키트를 통해 ‘Race bot’을 만들
어 직접 로봇의 움직임을 코딩해 보아요
레이첼 서버(Rachel Server)로 각종 교육 자료들과
위키피디아를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없이도 언제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운송한 엔컴퓨팅(Ncomputing)은 모니터와 마우스를 연결하
면 PC 한대를 3대의 컴퓨터 본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장치에요.

컴퓨터 교실 기자재 구성
로보키트, 아두이노 키트

STEM 교육 진행 및 코딩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배양

엔컴퓨팅(Ncomputing)

가상화 솔루션으로 혁신적인 컴퓨터 사용 환경 구축

킷킷스쿨용 태블릿 PC

영어 및 수학 기초학력 증진과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

레이첼 서버(Rachel Server)

원격 디지털 도서관으로 교육 컨텐츠 접근성 향상

비상을 위한 날개를 달다
여성인권, 성평등 교육
여성인권 옹호기관인 ‘Inherit Your Rights’의 인권변호사
윈네프리다(Winnefrida)와 함께 10주 동안 체계적인 ‘여
성인권 및 성평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공립여고와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은 수업을 통해 아동권
리와 노동법, 가족법을 배우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존중하
고 사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앞으로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
하여 스스로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진취
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자랄 것입니다.

12월 3일, 5개월 동안 열심히 ICT센터에서 공부하고 반짝반짝

비전을 키우다

꿈을 위해 달려온 학교 밖 소녀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수료식에 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변화에 깜짝 놀랐고, 행복해하셨어요. 알파벳도 몰랐고 컴퓨터 마우스
도 처음 잡아본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MS오피스로 편지도 쓸 수 있는 멋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던 친구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듭니다. 컴퓨
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도 받았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꿈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한
걸음씩 꾸준히 성장해가는 우리 학생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당당히 자립할 것입니다.

탄자니아 교수님이 바라본 여성 ICT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아루샤공과대학(ATC)’ 기계공

학과 교수 ‘음무사(Mhusa)’ 입니다. 저는 ‘메카트
로닉스 및 재료공학 융합’ 학사과정 신설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이쓰리임파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루샤공과대에서 젠더이슈팀
을 설립하고, 대학 내 관련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Q. 아루샤공대의 성평등을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Q. 탄자니아 여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A. ATC는 대학교에서 젠더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A. 여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사일만 해

대학입니다. 저는 ‘젠더차별상황 신고법’ 등의 정책

야 한다는 문화적인 편견이 강하고, 무슬림 종교

을 개발하고 다른 대학에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의 영향으로 여학생 교육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
학, 과학, ICT 등은 남성의 분야라고 생각해 교육
과 취업에서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겪고 있어요.
Q. 본 사업이 여성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탄자니아 여학생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
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컴퓨터도 다룰 수 없다
고 스스로 생각해요. 하지만 본 사업은 여학생들
이 이러한 편견을 깨고, 자신감을 얻어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줍니다.

Q. 탄자니아 미래세대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나요?

A. 여성이 ICT를 비롯한 양질의 과학기술을 교육 받을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루샤공과대학은
여학생들의 공대 진출 및 취창업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여성교육 인식개선, 경력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제게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는데요, 그들도 양질의 ICT 교육을 받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쓰리임파워가 현재 학교 밖 여성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에게 IT와 STEM 교육을 진행하는 것
은 탄자니아 여학생들의 자립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삶이 달라지는 소중한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밖 컴퓨터센터 교사 ‘자넷’
입니다. 저는 학교 밖 소녀들에게 컴퓨터, ICT, 영어
를 가르치고 매달 정기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Q. 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것이 있다면?
A.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죠. 처음 이곳에 온 아이
들은 소심한 모습으로 말없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제는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합니다. 소녀들이 자신감있게 변
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Q.가장 인상 깊은 학생이 있다면?
A. 히잡을 쓴 많은 무슬림 학생 중 한 친구가 부모님이 교육을 반대하고 집에만 있길 강요해 늘 주눅들어 있
고 자신의 삶은 실패할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뿐이었어요. 그런데 꾸준한 상담과 대화, 칭찬을 통해 점점 달
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대요. 그 아이의 고
백을 들으며 ‘이 순간이 바로 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이쓰리임파워 미얀마 지부장 이삼열입니
다. 현재 미얀마 양곤은 폭력과 빈곤으로 고통 받고, 코
로나와 쿠데타로 아이들이 1년 8개월 째 공교육을 받
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양곤 최대
빈민가인 흘라잉따야의 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역 교회에서 이쓰리임파워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레이첼
서버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 태블릿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
칩니다. 공부방이 아이들의 꿈과 소망의 사랑방으로 성장하길,
하루 속히 민주주의가 실현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지원해 주세요!

E3stagram

학교 밖 센터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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