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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아루샤주여성청소년 ICT 교육

컴퓨터를 배워보지 못한 아루샤여고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 교육과 기초코딩

교육을 합니다. 텅 빈 컴퓨터실은 컴퓨터와 로봇키트로 채워지고, 선생님들도

ICT를배워학생들을도울것입니다.

아루샤여고

학교를끝까지 다닐수 없었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태블릿 PC로 글을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덧셈뺄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프로그래밍을

할수있게하여더넓은세상을보여줍니다.

학교밖컴퓨터
교실

멘토로 매칭될 ICT 여성강사들은 세심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길잡이가되어줍니다. 여성청소년을위한 STEM 축제도개최하여

즐겁게 ICT 역량을뽐내는자리를마련할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협력기관뒷면참조

탄자니아에서 여성은주로농업과봉제분야에서저임금으로 근로하고있습니다. 

탄자니아여학생학업중도탈락률은 남학생의약 1.6배이고, 사회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여성의비율은 17.4%에불과합니다.

E3Empower는 ICT 교육을통한여성들의자립을지원합니다.

(사)이쓰리임파워(E3Empower)는“Empower one, empower village"를모토로, 에너지(Energy)공급을통해

교육(Education)의기반을마련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자립을독려하는지역개발전략을

추구하며혁신적인적정과학기술과비즈니스및교육프로그램으로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자립을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기관입니다.

주요사업*

탄자니아아루샤주

여성청소년역량강화를위한

ICT교육사업

탄자니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탄자니아

에너지-산업연계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탄자니아의 아루샤여고는 300여명의여학생이재학중인

아루샤지역의자연계열공립여자고등학교입니다. 

꿈많고열정있는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학교지만

학생들은컴퓨터를 사용해본적이없습니다. 

300여명의 여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E3EMPOWER는 함께합니다.

아루샤여고 ICT 교육시행

3. 교사양성

1. 컴퓨터실조성

2. ICT 교육시행

교사양성ICT교육컴퓨터실

▪교육용컴퓨터

▪디지털도서관구축

▪로봇키트, 아두이노키트

▪통합 ICT 교육환경구축

▪컴퓨터베이직

▪MS Office 프로그램

▪인터넷활용

▪기초프로그래밍

▪ ICS* 교과목교사역량강화

▪학생교육실습프로그램

▪ ICT 기자재관리방안

▪아루샤여고 ICT 교육의

지속가능성보장

*ICS: 탄자니아 ICT 정규교과과정



탄자니아성인여성문맹률

탄자니아의 많은여아와여성청소년들은 조혼과가사노동, 이른출산

등으로학교를다니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학교밖소녀들중

다시학교로돌아가기 위해노력하는이들이있습니다. 

우리는 ICT를활용하여기초학력을 증진하고학습역량을

강화해소녀들이학교로돌아갈수있게도울것입니다.

.

학교밖컴퓨터교실

33%

기초학력향상교실
컴퓨터및

프로그래밍교실

로봇및아두이노키트:

사물인터넷과 로봇교육키트를

사용하여코딩과컴퓨팅

활용역량강화

디지털도서관구축:

위키피디아, 세계고전, 

탄자니아정부교과서등

열람가능

24대의교육용컴퓨터:

통합 ICT 교육환경구축

인터넷환경구축

RACHEL 서버

▪ 기본문해력교육

▪ 기본수리력교육

▪ 컴퓨터기본의이해

▪ MS 워드프로세서

▪ 블럭코딩기초

▪ 컴퓨터기본의이해

▪ MS 워드프로세서

▪ MS Power Point

▪ 스크래치

▪ 로봇코딩기초

53%
여학생중학교미진학률*

소녀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도록, 
친구들과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한 컴퓨터교실을 만들어갑니다.

“

*초등학교입학자수대비, 
2019, 탄자니아통계청



여성청소년자립역량강화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커리어 개발을 위하여

학업 및 진로와 생활고민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시행합니다 . 생활지도와

학사관리 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에 대한

상담도수행합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 여성청소년들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아루샤여고 및 학교 밖 소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ICT 능력을 뽐내고, 새로운

과학기술에대해체험하는시간을갖게됩니다.

여성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성폭력 등의 위기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합니다 .

이쓰리임파워는 양성평등, 인권 존중,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을위한교육을시행합니다.

여학생임파워먼트

STEM FAIR

학교밖소녀학업및진로상담

이쓰리임파워의 강사들은 컴퓨터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진학, 진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

고민도꿈도많은아루샤여고 학생들이 열정적인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아끼지않는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아루샤여고학생멘토링



대표번호: 02-871-2125 정기후원: https://bit.ly/3aQ65up

홈페이지: http://e3empower.or.kr 이메일: e3empower.kr@gmail.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3EmpowerKorea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35동 306호

현지주소: Summit Centre building, P.O.Box 846, Arusha, Tanzania

후원하기: 신한은행 140-013-212750 사단법인이쓰리임파워

https://bit.ly/3aQ65up
http://e3empower.or.kr/
mailto:e3empower.kr@gmail.com
https://www.facebook.com/E3Empower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