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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라고 하는 토착적 사회사업에 대한 나의 접근
Xyuen Dangers

내 이름은 Xuyen Dangers, Bui thi Xyuen 이다. 베트남의 북부에서 태어났고 9 살에 베트남 남쪽으로 난민이
되어 내려와 난민으로 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6 개의 학교를 다녔다. 지금은 결혼을 통해 미국인이 되었다.
40 년 이상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살면서 일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은퇴해서 자원봉사자로
사회사업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사업가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의 향후 10 년간 주제라고 하는 Ubuntu 에
대해서 들었을 때 Ubuntu 가 내가 평생 실천해온 그런 사회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Ubuntu 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시켜가는 토착적인 접근이다.
사회복지사가 되어가기
나는 성바울수녀회 또는 자비의 수녀들 소속의 카톨릭 대학인 베트남 사이공(현 호치민시)의 카리타스
센터에서 3 년간 사회사업을 공부했다. 아침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실천하며 현장에서 반을
보냈다는 것이 이 학교에서의 가장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병원, 보건소, 사회기관들, 지역사회센터들 등
15 개의 실습지에서 실습했다. 나는 이 실습이 최고 좋았다. 나의 첫 학위인 사회사업학 증서를 받았다. 당시
우리는 ‘Assistant social service workers’ 베트남 어로는 Can su Xa hoi 라고 불렸다.
졸업 후 선발을 통해 필리핀대학에서 3 년을 더 공부하여 제대로 된 학사학위 (Bachelor of Science in Social
Work)을 받고, 이어서 2 년이상의 석사과정을 마침으로써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다. 역시 현장의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학위논문도 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썼다. 그런 마음과 헌신, 그리고 기본적인 직접
사회서비스는 다 수녀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실에서 과목들을 수강하고 필리핀의 70 년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알게되면서 사례관리나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행동, 활동, 지역사회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 유명한 베트남 사회변화의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인
Mme Nguyen Thi Oanh 를 포함한 롤모델들은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그리고 어떤 세팅에서든지 문제, 욕구, 도울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었다.
사회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터득했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 거기에 덧붙여 긴세월 나의 국제생활과
사회사업실천 경험을 통해 다음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라



일하는 곳의 문화를 존중하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라, 사람이든 물질이든.



사람들 안에있는 잠재력을 찾아서 그 문을 열어주고 배양해라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도록 하라



틀을 깨고 정말 참신하려면 (think out of the box) 융통성이 필요하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양보다는 질이다.



그러면서 꿈처럼 재밌고 아름다와야 한다.

나는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로, 내 안에 열정과 헌신이 자리잡고 있고, 40 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은퇴이후에도 자원봉사하면서 이 일을 사랑해왔고 사랑한다. 일단
사회복지사로 훈련받고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평생 사회복지사로 살 것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삶과 자원봉사
필리핀으로 공부하러가기 전에 나는 국제비영리 단체인 국제사회서비스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 ISS)
에서 일했다. 필리핀에서 5 년을 보내고 베트남에 돌아와서 미국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세계서비스
(Church World Service, CWS)와 ISS 에서 일했다. 1975 년 전쟁이 끝날무렵, 남편과 미국으로 이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ISS 의 자원봉사자였던 남편과 파푸아 뉴기니에서 나의 국제적인 삶을 시작했고 후에는
CWS 에서도 일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방글라데쉬, 태국, 다시 파푸아 뉴기니, 다시 태국, 그리고 라오스로
옮겨다녔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따라 간 것이었지만 어느 곳에서든 나도 자원봉사나 시간제로 일을 했다.
태국의 방콕에 있는 동안에는 12 년간 국제카톨릭이주회(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 남편의 일로 라오스에 갔을 때도 일년간 자원봉사하고 국제사역(Global Ministries)에서

19 년을 일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도 5 년을 일했다. 은퇴해서는 알칸사 주의 작은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찾기 전까지 국제사역에서 일할 때 아시아에서의 나의 일에 대해서 순회강연도 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에서의 20 년동안 학교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회복지사로 받은 전문적인 훈련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 맞춰 적응해야했다.
아이들이 학업중퇴를 하고, 화장실도 없고, 깨끗한 식수도 없고, 책도 없고 학용품, 학습자재들도 없는 등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Ubuntu 는 상자밖으로 나와서 사고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지역사회자원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음달 뉴스레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드림화장실(the

Dream

Toilet)을 라오스 학교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를 기대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