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의
교육성취를 위한
GGVS의 역할과 영향력

STARTING OUT
RIGHT
조정아 선교사

텔레비전에서 굿 네이버스, 유니세프 후원의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000을 위하여 기부하세요’ 라는 문구를 자주 보곤
하셨을 것입니다.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우리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학교를 가는 것이 일상인데
개발도상국가에 사는 빈곤한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생계를 위해 무거운
벽돌을 나르거나 식물 열매를 따는 긴 시간의 노동착취를 당하는
모습에 눈 시울이 붉어집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결론은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지구의 한쪽에는 다이어트를 논하는 풍족함과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허기진 배를 붙잡는 부족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아이들에게 한 마리의 생선을 주는 것도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더 나아가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준다면 평생 허기진 배를 채우며 그의 인생이 존중받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 생선을 잡는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GGVS는 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을 향한
“교육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이라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안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아와 질병, 궁핍” 이라는 구멍에 “희망”
이라는 빛을 비추어 함께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비단 개발도상국가의 아이들에게만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대국 세계7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저소득층의 교육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GGVS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꿈꾸는 교육,
현시대와 미래에 보다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교육의 불평들이라는 굴레를 벗는
하나의 길이 되고자 합니다.

OECD의 경제 연구소에서 실시한 계층간
이동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고 부유층과 극빈층
사이의 차이는 평균 15세가 되었을 때 3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은 것과 같은 차이가 났습니다.
가난한 배경에서 자란 10명의 어린이 중 단 한
명 가량 만이 부유한 배경의 어린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냅니다.
부와 지위가 대물림 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우선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며 불평등이
없어야 합니다.

저개발국에서의 GGVS 역할
life is more than a dream.
GGVS학교가 모든
불평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일대일 자매
결연을 통하여 80%의
학비를 지원해줍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각자의 능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하여 글로벌 기독교
인재로 양성되어지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AMAZING
you can be.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소외된
아이들도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GGVS학교는 출범합니다.
➢ 복음과 교육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며,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 본질인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에 맞는
역량교육을 통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합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국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변화시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GGVS 교육을 통한 영향력

나라와 인간 삶의 현재모습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또한
현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했던 조선 땅을 기억하십니까? 주변 열강에 휩싸여 주권을
일어버렸던 나라가 삼성과 현대차, 조선업과 IT 강국, K 팝의 문화 콘텐츠., 세계
경제대국 7위의 위엄은 과거 서구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서구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없었더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육선교는 그 나라의 문화 속에 기독교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자 그
나라의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의 부강은 교육의
혁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GVS 교육선교
➢ 과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제사장나라로 세우기 위해 서구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선 땅에 복음과 학교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 흑암과 무지, 가난의 굴레는 혼자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GGVS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개발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복음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 GGVS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한 아이의 인생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 아이의 가정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 아이의 이웃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열방을 구원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비젼과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 하나님께로 부터 온 비젼과 꿈이 마침내 실재가
되어 우리를 감동케 할 줄을 믿습니다.

Prayer
.

Underwood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잖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We HAVE TO KEEP MOVING.
개발도상국가의 가난과 무지, 궁핍과 질병, 흑암에
메인 어린이들의 삶은 누군가 그 늪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가 없습니다.
GGVS교육이야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GGVS의 양질의 교육이
개발도상국가 어린이들의 교육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통로가 되어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독교 인재가 새워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비젼과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저들을 돕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