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과: 배움의 기쁨 

좋은 교육은 꿈을 꿀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사람들을 도을수 있읍니다.  각 소녀의 

가족은 교육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희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학비를 

대기위해 매일 일을 하십니다.” - 마리아 아나 (Maria Ana) 

 

마리아 아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기도를 

하고 목욕을 한 후 교복을 입기 전에 똘띠아를 만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두 남동생과 함께 

학교로 걸어갑니다.  

 

“나는 공부할때 행복해요”라고 마리아 아나는 말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과학, 

그리고 체육입니다. 학교에서 마리아 아나는 가족이 밥을 먹기 전에 과일과 야채를 씻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건강을 유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마리아 아나가 CRS 학교 점심 

프로그램 덕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집에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아나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을 학교에 보내준 아버지, 돈 크리스토발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학비를 내주시기 위해 매일 일을 하세요.” 

 

트린의 아버지, 빈은 공부하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 트린은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딸이 대학에 들어가 여동생에게 

좋은 본이 되주길 바라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죠,”라고 빈이 

말합니다. “이젠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우리 

사회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라죠.”  

이런 이유로 트린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줄넘기로 노는 텅벙입니다.  

기존의 학과목 뿐만아니라 CRS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태풍이 발생했을때 가족과 그들의 집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트린은 이런 정보를 부모님들과 나누어 가족은 이제 

위험한 재난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풍이 불면 소들을 높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음식은 높은 선반에 놓아 떠내려가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않도록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는 것이 우리의 이해심에 도움이 되요.” 라고 트린은 말합니다. 

트린과 마리아 아나와 같이 이반의 가족도 이반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교육 받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손자들이 모두 

학교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 엘리야킴은 42 마리의 가축을 

팔아서 아이들 교육 시켰습니다. 



이반의 할머니, 패트리샤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길 소망해요.” 라고 말합니다. 

 

 

 

 

 

 

묵상 Reflect 

1. 당신이 여기에 한 여학생하고 여행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당신은 아침 몇시에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학교에 갈수 있습니까? 학교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2.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부터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스승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빵과 물고기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