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소식지 2021 년 7 월호
에디터: Marion Huxtable

믿을 만한 꿈: 부룬디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다
Ngabo Léonce
"모든 아이들에게 꿈을 쫓을 수 있고,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다 아이들이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도감히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

저는 부줌부라의 가난한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노숙자 소년으로 공부와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애썼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없었고
지금은 청년이 된 많은 이들이
들이 저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되고,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그래서 선쉽
쉽(Sonship)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20 명의 방치된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학대 받거나 거부 당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와

교사입니다.이들은 적은 보상이지만 믿음과 보살핌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6 살까지의 아이들을
을 2 개 국어로 교육하고, 가족으로서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작은
캠퍼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기존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돈을 빌렸고,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팬데믹이 모든 분야를 점령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도움도 찾지 못했습니다.
빚을 진 채, 살아남아 새로운 곳에
곳
터를 잡고 모든 것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마철에도 그 곳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이 많은 아이들을 들일 수 있는, 두 블록 짜리 교실이 있는
새로운 캠퍼스의 사진입니다.페인트
페인트, 시멘트, 테이블, 의자, 책상 등의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새로운 학교 행사장에는 두 블록의 교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실은 아직 다음 단계인 초등학교
수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독서와 연습장, 교사용 도서,
도서 책상, 의자, 탁자 등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복지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새로운캠퍼스: 미완성인왼쪽교실

우리나라는 수십 년의 시민 폭동(civil
폭동
unrest)을 겪어왔습니다. 경제, 환경, 건강,, 교육, 가정생활 등 모든
것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
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그럼에도 우리는아이들을
우리는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그래야 아이들이 머 나은 미래를
기질 수 있고,나라가 이러한 어려움들에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

자원봉사

•

훈련

•

학용품

•

유아용 학습교재

•

어린 아이를 위한 책

•

재정적 도움

국제 학교사회복지
복지 네트워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싶습니다.
sonship.bi@gmail.com 로 문의해 주십시오.

브룬디는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는 동아프리카에 1,100 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부줌부라는 탕가니카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로, 50 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