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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선교회
Vision
우리는 다문화
가정아동과 이주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는 사회
를 꿈꿉니다.

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이주 아동
들이 교육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
는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013-14년

저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후원자님

학년이 마무리 될 때

들이 있었기에 1년을 잘 마무리 할

가 되었습니다. 학생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

들은 공부를 열심히

는 물질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우

아낌 없는 후원을 보내 주심에 너무

리 학생들이 자랑 스럽습니다. 6명

나 감사합니다. 학교는 여름방학을

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6월

맞이하나 저희 ACA선교회는 여름

26일 졸업을 합니다. 그중 5명은 미

에도 다양한 활동이 우리 학생들을

국으로 떠나며, 1명은 군대를 먼저

위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하

갔다가 필리핀에 있는 기술 대학교

시고 7월호 소식지를 통해 인사 드

에 입학 할 예정 입니다.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수고
를 1년동안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제임스 강 교장 드림

잘 지도 해주셨고 많은 시간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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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ACA 를 7년

저를 항상 아끼시며 도와 주신 선생님들 그리

동안 다녔고 이제 곧 졸업할

고 나의 친구들에게 감사 합니다. 특별히 저를

Minkie Porter입니다. ACA는

4년 동안 장학금으로 저를 도왔던 WKWS

저에게 특별한 학교입니다.

(Washington Korean Women's Society)에

ACA에서 좋은 친구들 저를 사

게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ACA를 사랑하시

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며 도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끝이 아

ACA는 가족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

닌 이제 또 다른 시작인것 처럼 더 멋진 사람

랑을 느끼며 체험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선

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

생님들의 저에 대한 관심 덕분에 이렇게 까지

AC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숙해지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2학년이
되면서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선

6월26일에 졸업하는 밍키 드림

배들이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대
소롭지 않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자리에 오니 행복하기도 하고 부담도 느낍
니다. 저는 바로 대학교를 갈 수는 없고요 1년
동안 준비를 한 뒤 대학교를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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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파티

졸업생 파티

저

희 학생
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기말고사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
다. 그러나 스트
레스를 뒤로 한 체 특별한 행
사를 저희는 가졌습니다. 선
생님들과 학생 임원들이 중학
교,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
해 졸업파티를 준비 하였습니
다. 졸업파티는 졸업생들을
축하 해주는 연례행사입니다.
졸업파티는 ACA비전교
회에서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과 중,고등학생들이 모두 참
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해줬습
니다. 저희는 함께식사를 하
며 일 년동안 있었던 많은 일
들을 떠 올리며 대화를 나눴
습니다. 다들 축하해주는 분
위기였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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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선
생님들과 친구들과 이런 시간
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하며 축하 분위기속에서도 많
이 아쉬워 하는 마음을 가졌
습니다. 2학년부터 ACA를
다니며 ACA비전교회에서
반주자로서 봉사를 했던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을 축하 해주려
고 교회에 미리와서 파티장소
를 장식한 교장선생님과 학생

임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
고 저녁식사를 요리하신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시
간이었습니다. 졸업파티는 끝
났으니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학생들의 졸업을 축
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
니다.
-양하정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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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 화포 럼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로…”
이수민 (9학년)

다

와 저는 단일문화에
서 다문화 가정으로

수민과 두 여동생 (주연, 에스더)도 ACA
학생입니다.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 입니다.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이득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

화와, 경험과, 정통을 서로 나누면, 다양한 문
화를 이해하게 되고, 차별이 많이 줄어 들 것
이라 생각이 됩니다.
2009년 8월 저의 삶 전부가 바꿔졌습니
다. 그 전에는 저는 단일 문화에서 살고 있었
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초등학교
를 다녔고, 한국 말을 하며, 한국 가정에서 살
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다문
화 가정의 대한 이슈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미
국인 새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새 아
버지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저는 두려웠고, 저
의 마음과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갑
자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소개 받았고, 새 아
버지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안전지대에서 다문화라는 새
로은 지대로 던져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새아버지의 어머니는 쿠바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백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쿠바 역사와 언어를 가르쳐 주
기도 합니다. 쿠바 음식을 집에서 요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의 어머니는 한국 문화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만 요리하고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도 미국 문화를 많이 배우
고 있고요. 자신을 “Ko-American”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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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니다. 저의 어머니

다문화와의 첫번째 만남은 새아버지를 만
나면서 저의 가정에서 있었고요, 다문화와의
두번째 만남은 ACA라는 학교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한국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모든
학생이 저와 같은 한국 학생들이 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만나 본적이 없습니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저의 새아버지는 저를
ACA학교에 등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처음
ACA학교 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두려
웠고, 화가 나 있었고, 그 날 집에 와서 계속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국 초등학교를
다닐 때 5학년 학생이 였습니다. 그러나 ACA
학교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3학
년 학생이 됐던 것입니다. 이 일은 4년전 이
야기 입니다. 지금은 제 나이에 맞는 9학년에
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저도 다문화 가정 학
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ACA학교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고, 다양한 가정 배경의 학생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 미국
식 교육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에, 저도 다문
화 가정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생으로 따지자면 다문화 가정 학
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쿠바 출신 미국인이
저의 새어버지와의 만남과 다문화/국제 학교
인 ACA에서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의 만남이 저를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앞
으로도 자랑스럽게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살
아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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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 다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국내송금:
2003-2004년도에 저희 학
교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가르
치셨던 Sue-je Gage교수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 하셔서 고등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이틀동
안 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생이신 Gage교수님은 현재
뉴욕주에 있는 Ithaca 대학교
에서 인류학을 가르치십니다.
●

중학교 여자 학생들을 위한
멘토 모임을 시작 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여자 선생님 기숙
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

2013-14 학년 동안 많은 수
고를 한 찬양팀 멤버와 학생회
임원들입니다.
●

301-0127-2010-91
ACA선교회

해외송금:
Beneficiary: ACA
Bank: NACFKRSE
(Nong Hyup Bank)

학교졸업식이 6월26일에 있
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 졸업식과 여러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주는 시상식도 있습니다. 그리
고 27일 2013-14년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

찬양팀 멤버

농협은행

Account Number:
452-0007-1055-01
Adress: Gyeonggi-do,
Dongducheon City
Eodeung-ro 68
Phone Number: 031-8682579
송금하신 후 메일을 보내
주세요.
amerasian@mac.com
감사합니다.

학생회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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