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전인적인 아동 발달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어린이들입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순환을 깨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영양실조, 교육부족, 그리고 
질병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린이들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들에 불과합니다. 나사렛 아동 발달은 전인적인 것으로, 어린이의 삶과 
성장의 한 측면 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 지적, 감정적, 그리고 관계적 성장의 
모든 핵심 측면들을 다룹니다. 

교육 지원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놀이들과 
배움은 아이들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계대유행 전에, 아동 
발달 센터들은 어린이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위해 건강한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아동 발달 직원들은 
가족들과의 연결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식량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신의 영향: 전 세계 어린이 돌보기

페마는 학령기에 있는 딸 둘과 함께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19 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오직 셋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페마는 어릴 적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남편이 죽은 후 생계를 의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몇개의 일들 중에, 그녀는 건설현장에서 
일일노동자로 일하러 나가서 매일 약간의 돈을 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다음 불과 몇달 후, 코비드19 제한 조치가 시작되었고 건설현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고,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라고 페마는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소녀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아동발달센터는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담, 건강검진, 식사들, 교육지원을 
받았습니다. 제한조치 기간동안, 그 센터는 페마와 그녀의 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줄 수 없을 때, 그 가족은 그 센터로부터 
식량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페마에게 없는 집세를 요청했을 때, 센터는 그 
가족이 그들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네팔로부터 온 이야기들

에서 좀더 자세한 소식들을 들으세요 ncm.org/holisticchilddevelopment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11,000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60 개의 나라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의 영과 
마음과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센터가 대유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응되었습니다. 

253 개의 나사렛 아동 발달 
센터들은 아이들이 자라날 

안전한 장소들을 만들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인적인 돌봄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https://www.ncm.org/holisticchild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