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를 교육하여 세상 바꾸기  

윌로우브룩 초등학교의 수잔 번 선생님이 함께 있는 동안 내내 2학년 학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읽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멋진지 

상상할 수 있는지요? 

"우리 꼬마 아이는 어른들이 자기를 각별히 신경 써 주어서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그의 교실 

창문을 들여다보면, 아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라고 수잔은 말했습니다. "그 꼬마처럼 일주일 

내내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매우 똑똑하지만, 단지 독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수잔은 초등학교의 과외 교사를 조직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이중 거의 절반은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윌로우브룩 초등학교는 

오크리지에서 가장 수입이 적은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의 부모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어떤 부모들은 감옥에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어린이들이 공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람은 제일장로교회 교인인 로잘린 맥케이운-아이스입니다.  

"저는 루이빌에 있는 어린이를 교육하여 세상 바꾸기 원탁 조직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원탁회의에서 우리는 ‘집에 가서 뭔가 해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고 로잘린이 말했습니다. 

"윌로우브룩의 교장인 세리 페어차일드-키즈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좋았습니다. 교회는 자원봉사 지도 교사를 제공하고, 

학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들과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각 

자원봉사자를 학생과 연결시킵니다. 교장인 페어차일드-키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있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의지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른이 있음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학습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쌓고 행동 

문제까지 바로 잡도록 도와줍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 전국의 장로교인들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오순절 헌금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교회 차원의 노력에 동참합니다. 또한 이 헌금의 일부는 어린이를 교육하여 세상 

바꾸기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순절 헌금은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믿음의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 가정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은 신앙과 삶 둘 다 온전하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어린이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수잔 

번은 말합니다.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왔든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후하게 헌금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은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 부르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모든 아이들에게 마음, 몸,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이 

주님 영광으로 알려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