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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아동들의 치유와 교육
느가보 리온스, 자녀됨(Sonship)의 창시자, 디렉터
부룬디는 인구 11,720,081 로 아프리카의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이다. 1962 년 독립 이후 한 번도 평화와 발전의 시기를 유지한 일이 없다. 전쟁과 갈등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아, 빈곤, 사회갈등, 아동학대, 유기, 고아 발생 문제를 낳아왔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국경을 넘어 피난한다. 수년 간의 정치적 불안기 이후 부룬디의 학교들은 난장판이다. 공립 학교들과 많은
사립 학교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05 년에 무상초등교육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교육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UNHCR(유엔난민기구), 자선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십만 이상의 아동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고 극소수의 부유층 자녀들은 국제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Sonship 은 1986 년부터 1993 년에 거쳐 최악의 상황
동안에 유기, 학대 당하거나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위해 세워진 자선단체이다. 그들은 난민캠프에서, 또는
도시나 숲 속에 버려진 채로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자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역할은 홈리스
아동들에게 자원봉사 가정과 함께 하는 장기적 주거를 제공하고, 제대로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onship 은 3-6 세 아이들을 위한 이중 언어학교인 Camp Kids Academy 를 설립했고, 초중고에서
대학수준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다. 학교는 교실 세 개를 운영하는 현실이며,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어떤 가정들은 Sonship 의 학비를 낼
형편이 되고, 이렇게 모인 돈은 Sonship 에 자리가 없어서 받지 못해 다른 학교에 등록시킨 고아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위기청소년들을 도울 목표로 작은 도서관과 음악 학교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책을 만권으로 늘리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Sonship 의 일꾼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과 같은 성장배경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매우 헌신적이지만 더
나은 훈련이 필요하고, 학생들을 돕거나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하다. 유능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훈련을 보낼 재원도 없고, 부룬디 내에서 스탭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없다. 스탭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외부의 도움으로만 가능해 보인다. Sonshi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고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 위해
Sonship 의 스탭들은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Sonship 은 스탭 훈련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원을 기대하고 환영한다.

Sonship 캠퍼스

Sonship 은 부룬디의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다. 우리의 사명과 목표는 유기,
학대, 고아됨으로 인해 상처입은 아이들을 치유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교육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값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