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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

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녕

하셨는지요? 저희 학생들 모두 잘

Vision
우리는 다문화
가정아동과 이주
아동이 차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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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저희는 6월 26일이면
2018-19년 학년을 마무리 하게 됩
니다. 올해 졸업할 학생은 5명입
니다. 그 중에 4명은 미국으로 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Chris라는 다문화 가정의 지적 장
애 학생도 졸업을 하게 됩니다. 4
년 전에 ACA를 졸업한 2명의 학생
이 지난 5월 10일 미국 대학교에
서 졸업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페이지 2). 후원자 여러분들의 관
심과 기도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
게 꿈을 심어 주었고, 그 꿈이 자
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ACA
학교는 21년 동안 다문화가정 아
이들과 이주어린이들에게 배움터
가 되어 주었고, 쉼터가 되어 주
었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
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
니다.
-강영철 선교사 드림

은 그들의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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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제자들

저

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
다. ACA 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웃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혼나고 벌을
받았던 사건들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었습니
다.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초등
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는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대학교
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
니다. “언제 영어를 배울까? 대학교는 갈수
있으며, 사회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가
능하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CA
학교를 세운지 21년이 지난 오늘, 저의 학교

에는 시애틀에 살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졸업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4년 전

만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

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Elina는 미네소타

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ACA를 작년에

Winona 대학교에서 최근 5월 10일에 졸업

졸업하고 현재 일리노이 주에 있는 Park-

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

land Community College에서 공부하고 있

클리(UC Berkeley) 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

는 제자 2명과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함

터 검안학 (optometry) 석사 과정을 공부하

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 됩니다. Maryam이라는 학생도 Winona

-강영철 선교사

대학교를 Elina와 함께 졸업했습니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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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utreach

!

작

년 10월부터 준비해 왔던 필리핀 단기선
교 / 봉사활동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Shilan, La Trinidad지역과 Tikey,
Bokod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올해의 GO
(Global Outreach)는 저희 13명의 팀 멤버에게
특별했습니다. 제10회 Global Outreach 활동
이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10명의 팀 멤
버들이 처음 방문한 지역에 10년이 지난 올해도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방문 했을
때는 65명의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230명의 초등학생과 72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 총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오전에 진행
했지만, 4년 전부터는 오후에 중고등부 학생을
(4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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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utreach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 참석하는 대부
분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전에 초등부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학생들입니다. 저희 작은 학교를 통해 필리핀에 있
는 학생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ikey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곳
입니다. 여러 과일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곳

입니다. Shilan지역과는 달리 여기 마을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Tikey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6년
동안 4월에 방문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이 없고 지붕만 있는 교실에서 40여명의 학생들이 모
여 2틀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
에서 순진한 아이들과 웃고, 찬양하고, 뛰놀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Tikey지역을 축

복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GO Team

저

희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봉사활동은 못했지
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도왔습니다.

저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GO 연
극 팀 (Drama Station) 멤버들이 연극에 필요한 소품
을 만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쁨마음으

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GO팀 멤버라고 다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소품이 필리핀에
서 잘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Yusei, Sabina, Kris, Ra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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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캠프와 국어교실

▲
서울대학교에서 안전화 교수님과 함께

3

월1일과 2일 저희는 파주에 있는 직천
저주지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조용

한 저수지 근처에서 이틀 동안 음식을 요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서로 알아가

저

는 소중한 시간은 가졌습니다. 삼일절 밤에

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제공한 교육 프로그

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

램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 전 학생은 한글

쳤습니다.

수업을 배웁니다. 이중언어를 하는 학생들

해 먹고, 게임을 하고, 그룹 장기자랑을 하고,

희 학교는 국어, 한국사, 검정고시 반
을 운영합니다. 한국 대학교를 가려

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재단법인 인춘의 후원
으로 한글과 국어, 검정고시 수업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대학교에
서 대학 수준의 수업을 따라 갈수 있도록 올
해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
는 안정화 교수님께서 4명의 학생들을 특별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달에는 학생
▲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기전, 신선식 전도사님과 제

들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들었습니
다.

임스 강 목사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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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Got Talent

ACA Got Talent

저

희 학교에 재능이 가진 학생들이 많
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ACA Got Talent”이라는 탤런트 쇼를 마
련했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모금활동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학생들의 재능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재미있는 탤런
트 쇼를 진행하였습니다. Hera학생이 춤을
추는 도중, Hera의 어머니가 깜짝 출연하여
함께 춤을 추셨습니다. 저희 GO 팀의 모금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ACA Global Outreach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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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News

ACA

2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국내송금:
농협은행

매

301-0127-2010-91

년 3월 22은 세계 물의

서

날(World Water Day)

사를 저희 학교에서 진행해 주

울 새로운 교회 의료 선
교팀이 봄학기 의료봉

ACA선교회

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모델

셨습니다. 동두천 지역의 다문

해외송금:

United Nations 멤버들은 초

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위한 무

Beneficiary: ACA

등학생들 대상으로 세계 물의

료 의료봉사입니다.

날 캠페인은 가졌습니다. 그래

Bank: Nong Hyup Bank
Swift Code: NACFKRSE

서 저희는 교실을 방문, 학생들
에게 물의 중요성과 오염된 물

Account Number:

의 심각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452-0007-1055-01

저희도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현재 전

Bank Address: Gyeonggi

세계의 5세 미만 어린이 약 1

-do, Dongducheon City

억 5,600만 명이 콜레라, 설사
병, 기생충에 의한 감염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인지적

▲
“지구의 달 작품상”을 받은

Raina, Yusie, Sabina

손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세

Bosan-dong 413-12
Bank Phone Number:
031-862-1386

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깨끗한

!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

-MUN 멤버

●

●

5명의 졸업생을 위해…

송금하신 후 메일을 보내
주세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Chris가 6월에 졸업을 한 후
한국사회에서 직장을 가지

amerasian@mac.com

고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졸업식 행사와 여름 프로그
램을 위해…

●

ACA 선생님들의 영육 건강
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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