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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호

안녕하세요!

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4명 모두

여기 경기 북부 지역(동두천)은 무

여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Vision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몇일동안

저희는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 작은

우리는 다문화
가정아동과 이주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사회
를 꿈꿉니다.

장맛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물을 전달 하고 학생들의 부모님

많은 비는 아닙니다. 습도가 높아

들과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

날이 끈적끈적합니다. 저희 학교는

습니다. 여름학교를 맞추고 이제는

6월 26일 방학을 했지만, 7월 1일

2019-2020학년을 준비 할 때입니다.

부터 19일까지 여름학교(Summer

교과서를 주문하고, 교육 프로그램

School)를 진행했습니다. 31명의

계획안과 시간표를 만들고, 학교내

학생들이 모여 영어와 수학을 집중

부와 외부의 시설물을 보수공사하

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름학교 학생

고, 교실을 페인트 칠하는 것과 교

들을 도우려 미국에서 3명의 자원

수연수가 남아 있습니다. 꼼꼼히

봉사자들이 오셨습니다. 여름학교

잘 준비해서 새 학년을 9월 3일 시

의 둘째 주에는 글로벌 하우스(학

작 하겠습니다. 9월에 새로운

교 기숙사)에서 중고등부 학생을

소식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

위한 찬양과 친교의 밤을 가졌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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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름학교의 마지막 주에는 포

강영철 선교사 드림

천에 살고있는 이주 아동 학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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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School

Summer School Story

1. 멈출 수 없는 교 육

이주민 학생입니다. 부모님들은 인도에서 한국

여

으로 7년 전에 오셔서 포천에서 농장 일을 힘

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은 영
어 교육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입

니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자랐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영
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동안
영어교육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꾸준히 교육
의 기회를 마련해 줘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
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며, 여름학교에서 공부를 했
던 Juv Raj Birdi 라는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JB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들게 하고 있습니다. JB는 부모님 하고는 힌디
어(Hindi)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합니다. 그러나
JB의 부모님은 JB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를 해야 한
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JB는 저

희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영어교육
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JB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저희는 JB 부
모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
3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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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 프

“방학에도
멈출 수 없는
교 육 프 로 그 램”

로그램은 방학 기간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JB를 볼

때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된 아름

답고 소중한 한 아이를 봅니다. 그래

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에

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자원 봉 사자 여러 분 , 감사합니
다!

7

Praise and Fellowship Night

중

고등부 학생들이 7월 11일 오후 6시
에 글로벌 하우스(학교 기숙사)에 모

여 찬양과 친교의 밤을 가졌습니다. 여름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준비 하여 은혜 스럽

월 1일부터 19일까지 여름학교를 진행

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학교를

하였습니다. 3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석 하지 않는 친구들도 방학 이후 처음 보게

모여 수학과 영어를 3주 동안 배웠습니다. 여

되어 기뻤고, 3주 동안 여름학교를 다니며 기

름방학이 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가족을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학생 2명도 만

만나고 재충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 미국을 방

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끝나고 교장

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과 단기

선생님이 프라이 치킨을 주문해 주시고 사모

선교팀의 도움으로 늘 여름학교를 진행해 왔습

님께서는 깐풍기를 요리해 주셔서 저녁을 맛

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여름학교를 진행

있게 먹고 재미있는 게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학교도 3명의 자

찬양과 친교 시간을 통해 여름학교 선생님들

원봉사자들이 미국 각처에서 오셔서 도왔습니

과 새롭게 저희 학교에 등록한 몽골 학생들과

다. 고등학교를 6월에 졸업하고, 8월부터 UC

친해졌습니다.

Berkeley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대
학교를 다닐 LA에서 온 Judy, 시카고에 살고
있으며, UIUC(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
인)를 현재 다니고 있는 Kevin, 그리고 내쉬
빌 Davidson Academy에서 국제학생 담당 교

수로 계시는 Peter Kim 선생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의 딸(Lydia)과 아들(Timothy)
도 여름학교 자원봉사자 팀에 합류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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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News

이 주 학생가정 방문

ACA학교와 선교회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여름 특 강

국내송금:
농협은행
301-0127-2010-91
ACA선교회

해외송금:

여

름학교를 시작 한 첫날 (7
월 1일) 오후, 미국 콜로

라도 주에 위치한 “세이브더스톡

여

스”(Save the Storks)의 최고운

Beneficiary: ACA
Bank: Nong Hyup Bank
Swift Code: NACFKRSE

름학교 선생님들과 포천

영책임자 토마스 김 (Thomas

에 살고 있는 4명의 학생

Kim) 박사님과 한국에서 연애인

들을 7월 18일 방문했습니다. 4

으로 잘 알려진 신애라 배우께서

명의 학생은 모두 공장과 농장 주

저희 학교를 방문 중고등부 학생

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 자녀들입

대상으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니다. 저희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

주제는 “생명의 소중함”이였습니

-do, Dongducheon City

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

다. 토마스 김 박사님은 Save the

Bosan-dong 413-12

도 만날 수 있었고, 과일을 함께

Storks 단체를 통해 하시는 낙태

먹으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반대 운동에 대해서, 신애라 배우

Bank Phone Number: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낯선

는 국내 입양위탁공동체 설립에

031-862-1386

나라에 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해서 강의를 각각 해 주셨습니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자녀들에

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게 더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

송금하신 후 메일을 보내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들의 자녀

설명을 하시고 모든 생명의 소중

주세요.

를 잘 부탁 한다고 자희에게 말씀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처럼 고생

가졌습니다.

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에서 자녀
들이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ACA

Account Number:
452-0007-1055-01
Bank Address: Gyeonggi

amerasian@mac.com

감사합니다.

학교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고 말
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소
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4

2019 7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