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집과 가족 
 

집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장소입니다 -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잠을 자고,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요. 당신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당신의 집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집과 이 여자아이들의 집들이 어떻게 유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요.  

 

트린 Trinh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트린에게 집이란 가족들이 모여 놀고, 먹고, 쉬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트린이 말합니다. 그녀가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집안일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동생 트랭을 목욕시키고, 손 딱는 방법을 보여주고 

학교공부를 도와주는것으로 가족을 돕습니다. 트린은 주전자와 컵을 씻고에서 달걀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리. 트린은 종종 부모가 아플 때 약을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것입니다.  

 

트린은 여동생과 함께 잠자리와 귀뚜라미를 잡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집은 논, 코코넛과 

대나무 나무에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자매들이 놀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강 

근처이고해서, 폭풍이 통과할때 트린의 집은 물에 자주 잠깁니다. “나는 젖거나 새지 않고, 

홍수가 나지않는 그런집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트린은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CRS는 트린과 같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집, 음식 그리고 가족을 파괴적인 

폭풍으로부터 지키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트린은 학교에서 배운것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도울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리아 아나 Maria Ana 

온두라스의 마리아 아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 가족의 집은 

최근에 있었던 사고로 파괴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작은 나무 

오두막집에서 임시거처로 그녀의 집이 다 고쳐질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수있는 집이없이 사는 날들은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바닥에서 잠을 자고, 비가 올때면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마리아 아나는 그녀의 가족이 새집을 곧 가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해서 제 가족이 성공할수 있게 도울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리아 아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 

그리고, CRS는 그녀가 공부에 전념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학교 급식을 제공합니다. 마리아 

아나는 그녀의 가족을 돕기위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합니다. 집에선, 교복을 빨거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물을 끓여 마실수 있는 물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여러 집안일들을 

돕습니다. 

 

이반 Yvone 

케냐에서 이반은 집안일들을 해서 가족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하며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그들의 교복을 빱니다. 이반의 가족은 가족들이 먹고 

자고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있을수 있는 오두막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부엌 오두막도 있습니다. 장마 동안은 가족들이 지붕에서 

물을 받아 저장합니다. 물이 모두 마르면 이웃에서 빌리거나 지역 

수역으로 걸어 물을 가져옵니다.  

 

이반의 가족들은 CRS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교육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배우게 될겁니다. 



 

묵상 Reflect 
 

1. 혹시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일을 겪으신적이 있나요? 있다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런일 없다면,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요. 무엇을 당신은 가장 

그리워 할거 같습니까?  

 

2. 빵과 물고기에 관한 복음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음식도 없이 배가 고팠기에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은 집을 떠나 

배고픈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떠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