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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게스와리 여성들의
재봉반 이야기
재봉 기술도 배우고, 나눔도 하고 수익까지 만들다

입학식 후 첫 수업(초급반)

5월입니다. 주먹만 한 망고가 뜨거운 태양 빛을 받으며 익어

2018 재봉반 개강

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 6개 마을에서 재봉수업반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망고처럼 학생들의 재봉 실력도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3월 26일 ‘2018 재봉반’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초급반 10명, 중급반 16명의 여성
이 예쁜 옷을 입고 컬쳐홀에 모였습니다. 작년 초급반을 졸업했던 학생들은 중급반으로
올라왔습니다. 루비데비 강사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재봉반에 온 초급
반 학생들은 수줍어하며 말을 잘 못 하네요. 훈련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훈

글쓴이 인도JTS _ 이현정

련생들은 재봉반에서 지킬 규칙에 대해 안내를 받고, 다과를 먹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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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고,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 남편 대신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과 홀로된 여성들이 익힐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재봉입니다.

재봉으로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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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교복이 뜯어져서 재봉반으로 와서 수선해 달라는
학생들의 주문을 들을 때면 재봉반 학생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큰 가방들은
장바구니로도 사용됩니다.

재봉으로 잘 쓰여지기
작년 재봉반에서 만들어진 페티코트와 블로즈는 극빈자 여성 37명에게 전달하였는데,

야 합니다. 재봉반은 부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봉기술을 익혀 수익을

스스로 익힌 기술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쓰이는 곳이 있으면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선

인도 에서는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신부는 많은 지참금을 가

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져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결혼 후에 경제생활을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

수자타 아카데미는 4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에

한 일거리가 없는 마을 여성들은 남편이 사고라도 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혼자남

게 교복을 나눠주는 날이었습니다. 11학년 학생 한 명이 교복 두 개를 재봉반으로 들고 와

은 여성들은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만

서는 옆 재봉선을 수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급반 학생 중 누군가 ‘이것쯤이야’ 하는 표정

마시고,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 남편 대신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과 홀로된 여성들이 익

으로 재봉틀을 몇 번 발로 밟더니 수선이 끝났습니다. 곡선을 재단하고 재봉하는 실습 중

힐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재봉입니다.

인 이들에게 직선 재봉 박기는 쉽지요. 가끔 교복이 뜯어져서 재봉반으로 와서 수선해 달

현재 재봉반에는 18대의 재봉틀이 있습니다. 초급반은 가방 만들기와, 페티코트(사

라는 학생들의 주문을 들을 때면 재봉반 학생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리 안에 입는 하의 속바지) 만들기 시험을 2번 치렀습니다. 중급반은 블로즈(사리 안에

학교에서 주머니 100개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입는 상의) 시험을 치뤘습니다. 페티코트와 블로즈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어서,

매일 사뚜(콩가루)나 그람(콩) 등의 영양식 겸 간식을 받을 주머니입니다. 가방 만들기를

짝을 지어서 상대의 치수에 맞게 천을 재단하고 재봉을 하고 제출을 하면, 강사님은 평

한 번씩 해 봤던 재봉반 학생들에게 주머니 만들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지난 학기 재봉

가해줍니다. 재단이 잘 되었는지, 재봉이 잘 되었는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줍

반 학생들도 주머니 만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니다. 천 색깔, 실 색깔, 단추 색깔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큰 가방들은 장바구니로도 사용됩니다.

실제로 마을에서는 재봉반 졸업생들이 옷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아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지만, 소식을 들으면, 어떤 졸업생은 1시간에
블로즈를 3~4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성품 옷을 사서 입기도 하지만, 질 좋은 옷
감이 많은 인도에서는 천을 사다가 옷을 맞춰 입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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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반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개발은 여러 그룹의 참여와 진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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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반 속에 녹아 있는 마을 여성들의 삶

재봉반에서 여성그룹으로

재봉반 학생들 중에 집에 재봉틀이 있는 학생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재봉틀을

재봉반의 단기 목표는 기본 커리큘럼에 충실해서 여성들이 많이 입는 상의, 하의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업시간인 2시간, 자율연습시간 1시간 해서 총 3시간입니다. 일

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봉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해서 기

주일 9시간 동안 배우고 익힙니다. 학생들 중에는 데비(기혼자)도 있고 꾸마리(미혼자)

술을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둥게스와리

도 있습니다. 옆 동네 두르가푸르 에 사는 초급반 학생 중 한 명은 태어난 지 1년 된 아들

마을 여성들이 만든 물품들을 브랜드화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상품화

이 있는데, 11시와 12시 사이 연습 시간이 되면, 시누이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기가

해서 순례객들이나 외부인들에게 판매해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필요하고, 아이디어

젖 먹을 시간이라고 하네요. 어제는 중급반 한 학생이 남동생이라면서 3살짜리 아이를

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재봉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데리고 왔습니다. 누나가 재봉을 배우는 시간에 조용히 의자에 앉아 조각천을 가지고 만
지작거리며 놉니다. 딸린 식구들을 챙기면서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참 자랑스
럽습니다.

6
2018 MAY•JUN

않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려져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뜯어진 옷들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다른 마을 방
문도 해 보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재봉반이 하나의 여성그룹이 되어서 재봉기술뿐 아
니라 마을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나누고 마을개발팀과 논의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여
성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이야기가 있는 둥게스와리 여성들의 재봉제
품들이 불티나게 팔려서 이들이 콧노래를 불러 보는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이제 출석 체크 하러 갈 시간입니다. 결혼식 시즌인데, 오늘 다 출석했을까요?
짤리해!(가봅시다)

재봉반은 처음 입학할 때 300루피를 등록하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옷감, 실 등은
본인이 준비해 옵니다. 시험 때 사용되는 재료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완성품은
극빈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출석률이 높으면 졸업할 때, 등록금을 되돌려줍니다. 강사비
는 마을개발 사업비에서 지출됩니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재봉반 수업에 참여하면, 재봉
기술도 익히고, 수익창출도 하고, 입학금을 환급받으니 무료로 기술을 익히게 되는 셈입
니다.

중급반 학생들과 수업 전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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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린 식구들을 챙기면서 배움의 끈을 놓치지

지바카 병원에서 이동 진료를 가듯이, 재봉기술을 가지고 이동 수선을 하는 팀이 꾸

인도활동터소식

인도활동터소식

JTS의 새로운 일꾼 11학년

8

재미있는 소방교육

성적표 받는 날
3월 학기말 고사가 끝나고, 4월 6일
전교생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인도
의 학제는 1~5학년 초등, 6~8학년 중
등, 9~10학년 고등의 과정으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초등을 졸업하게 되는
5학년부터는 낙제점을 받게 되면 상
위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되어 시
험 결과 발표에 모두 긴장하였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먼저 호명
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뒤이어 성적표
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지난 4월 19일, 20일 직영과 비직영 유치원 UKG
어린이 190여 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시간에 배운 율동을
유치원별로 뽐내고,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가방과 학
용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년간 유치원 교육을 마
무리하고 초등학생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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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설공단에서 오신 20명의 기술봉
사단원이 학생들을 위해 소방교육을 준비해 주셨
습니다. 불이 났을 때 행동수칙과 소화기 작동방
법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이들
과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
니다. ‘불이야~불이야~’ 크게 소리치고, 민첩하
게 소화기를 가져오고, 불 앞에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러 소화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호스를 통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소화 가루
에 깜짝 놀라 펄쩍 뛰며, 모두 재미있어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봉사하며 고등과정을 마친 10명의
10학년 아이들이 정부에서 치러지는 고등 졸업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21일간의 특별수
련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수련 속에서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을 함께 계획하고 나누
며, 작은 일도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
다. 수련 후 이들은 학교, 유치원, 병원, 마을개발, 건축
부로 배정받아 각 부서에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활동터소식

인도활동터소식

새로운 팀원이 생겼어요

2018 재봉반 입학식

병원에 새로운 식구 세 명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약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
자타는 중학교까지만 인증이 되어 고등학
교는 다른 곳에 가야 합니다. 중학생들은
오전에 수자타에 나와서 병원 학교 건축 분
야에서 책임자 역할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수업에 참여합니다. 3년후 봉사 활동을 더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남는 학생은 봉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
비를 지원받습니다.

마을 여성들의 수익 창출과 자신감 향
상을 목적으로 81일간의 재봉반 훈련
과정이 3월 26일 시작되었습니다. 초
급반 10명, 중급반 16명이 주 3일씩
재봉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중급반
학생들은 뜯어진 교복을 곧바로 수선
해 주는 실력이 되었는데요, 졸업식 때
는 어떤 재봉기술을 가지게 될지 기대
됩니다.

자그디스푸르 마을 청년과 함께 한
암베드카르 기념일
수자타아카데미 바로 옆 동네인 자그디
스푸르에 사는 청년(JP Youth Group)
14명이 암베드카르 기념일(4월 13일) 준
비를 하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 논의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P Youth Group
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준비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인데요. 행사 진행이 미흡한 부
분도 있었지만, JTS와 마을 청년들이 함
께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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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지원을 위한 조사
저체중아 지원을 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0~3세 아이들에게 쿠폰이 지급되고 키와 몸무게를 점검
한 후 세계보건 기구의 기준에 맞추어 저체중아 기준을 정합니다. 677개의 쿠폰이 지급되고 510명
의 아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동진료와 위생교육을 함께
병원이 멀어 진료받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
진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동 진료 시에 건강 관련 교육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세웠습
니다. 시작은 위생교육입니다.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
는 이 마을에서 화장실이 위생
상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8 첫 극빈자 구호활동
지난 3월 27~28일에는 총 15개 마을 69가
구에 쌀, 달, 오일을 지급하는 극빈자 구호 활
동이 있었습니다. 홀몸노인, 장애인, 여성 가
장 등 가족 중 일할 사람이 없어 수입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쌀 463kg을 포함한 먹거리
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해외소식·살라맛, 민다나오

살라맛, 민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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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도 번듯한
학교가 생길 거래요

임시 학교 앞의 아이들

필리핀 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바오 (민다나오섬 제1도시, 두테르테 필리
핀 대통령의 고향)를 중심으로 철도가 생길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민다나오 최

2018년 신축하는 네 개의 초등학교 기공식을 열다

초의 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물가인상이 가파른 추세입니다. 공무원들, 특히 선생님의
월급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주민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제까지 JTS가 학교를 지어도 교

3~4월 두 달에 걸쳐 4곳의 새로운 학교 기공식을 성공적으
로 마쳤습니다. 기공식은 학교 용지를 기부한 마을 주민들과
학교에 다닐 아이들, 그 이외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열
렸습니다.

육청에서 선생님을 파견해 주지 않아 고민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가 절실한 마을을 JTS에 소개하고 건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JTS 활동가들과 교육청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교회,
닭 싸움장을 개축하여 임시교실로 사용하는 마을을 조사하고 그중 JTS의 학교 건축 기

글쓴이 필리핀JTS _ 박은혜

준에 맞는 10곳을 선정하여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소식·살라맛, 민다나오

10개의 마을을 방문하며 학교용지의 기부 의사, 임시 학교의 위치, 학생 수, 마을 평
균 소득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원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나 환영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친절함
덕에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마을마다 열악한 임시 학교환경을 보면서 마
음으로는 모두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저의 경우 남들이 다 다니니까 의무감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에게는 학교 공간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문 기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지 학교 선생님들은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고 때로는 말도 통하지 않
는 곳으로 출근해서 주5일을 연이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선생님들의 생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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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라막 군 까윌리한(Kawilihan)
까윌리한은 4개의 마을 중 유일하게 아직 임시학교가 없습니다. 주변의 작은 두 마
을을 포함하여 107명의 학생이 등록을 신청하고 내년 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의 아이들은 4km 떨어진 다굼바안(Dagumbaan)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까윌리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굼바안 아이들보다 낮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까윌리한의 아이들은 비가 와서 길이 진흙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우
므로 비가 올 것 같다 싶으면 조퇴하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하굣길이 멀
어 학교에만 오면 배가 너무 고파 공부에 집중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다굼바안에 돈을 모아 집을 빌려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인지 까윌리한 은 점점 더 인구가 줄고 활기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9월 까윌리한 에 초등학교가 개교하면 ‘천국’이라는 의미의 마을 이름처럼 생기
넘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때문에 지역 정부에서 JTS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에만 학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한 10곳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 건축 예정지를 논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
게 여긴 문제는 활동가들의 안전이였습니다. 작년 마라위 사태 이후 올해까지 연장된 계
엄령으로 민다나오 는 아직 팽팽한 긴장 상태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업지를 다니다 보면
검문을 하는 군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간헐적 활동 중인 NPA(New People's
Army)를 잡으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적은 오지 마을이 주로 NPA의
활동지이기 때문에 지역 정부에서 JTS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에만 학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타당성, 지역 정부의 협조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학교 건축에 선정된 마을은

마라막 군 의 까윌리한(Kawilihan) , 까방라산 군 의 까따블라란(Catablaran) , 산 페르난
도 군 의 마하약(Mahayag) , 발라아스(Balaas) 총 4개의 마을입니다.
마라막 기공식, 대표님 말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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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향력이 적은 오지 마을이 주로 NPA의 활동지이기

해외소식·살라맛, 민다나오

해외소식·살라맛, 민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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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방라산 군 까따블라란(Catablaran)

JTS 활동가가 까따블라

까따블라란 은 젊은 군수의 적극적인 원주민 지원 정책으로 산에 흩어져 살던 우마

란 에 도착하면 마을에 손님
이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

얌논(Umayamnon) 부족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산속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회
관으로 모이는데요. 그중에는
아기와 함께 있는 어린 엄마
들이 많이 보입니다. 학교에

마을주민들이 기부한 넓은 까따블라란의 학교용지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은 10대에 일찍 결혼합니다. 2013년 유네스코의 자료에 따르면(Education transforms
lives, 2013) 교육을 받지 않은 10대 청소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의 영아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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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사망률을 49%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마의 교육정도는 아이의 건강
과 영양 상태라든지 이후 교육 정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어질 까따블라 란 초등학교에서 입학하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산 밑의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따블라란 집 짓는 모습

이곳 원주민들은 산속에서 이동하며 불을 질러 농사를 짓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까따블라란 에 정착했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10km가 넘
는 산 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기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까따블라란 은 2~30
년 전까지만 해도 벌목회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깊은 산골이지만 넓
고 평평한 곳이라 마을을 형성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작년 6월부터 교육청과 군청의 도움을 받은 우마얌논족 출신의 에드나 씨와 임시교
사 제임스 씨가 40여 명의 아이을 두 반으로 나누어 임시교실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
다. 이곳은 마을회관과 교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올해 6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인
근 마을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71명의 학생이 사전등록을 하였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마을회관 앞에서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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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교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엄마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해외소식·살라맛, 민다나오

3. 산 페르난도 군 마하약(Mahayag), 발라아스(Balaas)

산 페르난도(San Fernando) 군은 재정 등급이 1등급으로 다른 군에 비교해서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땅의 면적과 인구밀도를 고
려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서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
분 사람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옥수수, 바나나, 고구마, 아바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며
많지 않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하약 의 경우 주 소득원은 아바카(섬유질), 고구마 등이고 발라아스는 바나나, 옥수
수, 생강 등입니다. 소득은 아주 낮습니다. 두 지역 모두 주요 도로와 가장 가까운 학교로
부터 6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마을 주민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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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기가 들어와 마라막, 까방라산에 비해서 생활 수준은 조금 더 양호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 학교에 배정됐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통춤,
음악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매주 원주민 문화 교육 수업을
진행하자 많은 아이가 자신들의 문화를 찾아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선생님
은 월급은 받지 않고 일주일에 쌀 2킬로와 인근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밝은 모습과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
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사함과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4월에 기공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마

하약 과 발라아스 뿐만 아니고 인근 마을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즐거
워했습니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축이 무사히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TS는 주
민들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열의를 마음에 새기면서 건축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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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사람이 농사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밝은 모습과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고 옥수수,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사함과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아바카 등
의 작물을 재배하며 많지
않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공식에 원주민 전통 공연을 위해 대기 중인 학생들

마하약 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개조하여 임시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4명의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63명의 학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라아스 의 경우도 임시 교실로 마을회관, 교회, 닭 싸움장을 사용하고 있고 1명의 정규
교사와 4명의 자원봉사 교사가 107명의 학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라아스 의
정규교사는 학생들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원주민 문화 교육을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발라아스 기공식 기념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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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활동터소식

틈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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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빗물을 받아 쓰고 있어요
JTS는 다물록에서 지원한 12개의 학교 중 10개 지역에 학교 상수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2015-16년 다물록 지역 학교에 빗물받이 물탱크 설치로 화장실에 수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외 필요한 물은 선생님이 매주 물을 사서 오지 학교로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마을 수원지에서 물
을 길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지를 찾고, 수원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실측하고, 핸드 펌프
혹은 우물형 등 어떤 상수 시설을 설치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

우리 학교는 우리가 수리해요

다물록 키다마는 최단기간인 43일 만에 학교건축을 완성한 곳입니다. 2009년 첫 번째 건축 완공 이
후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물록의 세찬 비바람과 나무를 파먹는 개미들로 파손된 곳을 수
리했습니다. 천장이 없는 교실에는 천장을 설치하고 페인트도 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보수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선생님과 마을 리더들은 자
재가 도착하면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수에는 다물록 정부의 푸드 포 워크
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6학년 이상 아이들은 리더라고 부릅니다.
단지 학생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 2학년의
어엿한 선생님으로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8학년은 14개 유치원의 아이들을 책임지다시피 하고,
9학년부터는 1, 2학년 보조교사로서의 자리를 새로 다지기 시작합니다.

국내소식

함께 하는 사람들

“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89명의 ‘길벗’과 JTS서포터즈 9명, 청년 서포터즈 67명,
백일출가 서포터즈 28명 등 많은 봉사자가
거리모금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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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맑

기아, 질병, 문맹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어루만진 어린이날

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방송인
김병조 씨의 유쾌한 진행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
희경 작가님과 배우 배종옥 씨,
JTS 홍보대사 한지민 씨 외 9

길벗과 함께한 JTS 어린이날 명동 거리모금 캠페인

명의 배우, 한현민 씨 외 26명
의 모델 등 89명의 ‘길벗’과 JTS서포터즈 9명, 청년 서포터즈 67명, 백일출가 서포터

5월 5일, 방송, 연극,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봉사모임인 ‘길벗’과 JTS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거

즈 28명 등 많은 봉사자가 거리모금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길벗’은 캠페인을 시작하

리모금 캠페인이 서울 명동 일대에서 진행됬습니다. 제 3세계의 아이들이 기아, 질병, 문맹없는

는 각오와 포부를 외치며 모금함을 들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명동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낸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한 뜻깊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배우 한지민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

글쓴이 한국JTS _ 김성종

를 하며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페인에 임하는 한지민 씨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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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는 오추프로젝트, 임현정, 안세권, 김동현

한지민 씨는 캠페인 마감 시간이 지난 후까지 모금활동을 한 후 무대로 복귀했습니

님의 공연이 계속되었고, 무대 옆 후원부스에서는 JTS서포터즈들이 정기후원을 통해 어

다. 모금을 마친 ‘길벗’과 봉사자들이 무대에서 함께 모여 마지막 공연인 보컬리스트 난

려운 이웃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정기후원 회원 신청을 받았

아진 씨의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습니다.

길벗과 봉사자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한 JTS 봉사자는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날을 맞아 1~6학년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은 관객들의 마

공연도 보고 어려운 지구촌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즐겁고 의미있
는 하루였다며 내년 모금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을 따뜻하게 했고, 어린이날 행사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합창단은 공연을 마치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갈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시아 아

고 모금함을 들고 모금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양부족과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모자

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한다’라는 어린이날의 의

보건, 건강증진 사업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매년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준비하시는 ‘길

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벗’과 뜻깊은 날 함께해주신 많은 봉사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소식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

아이들이 직접 모금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가 활동가들의 마음을

26

전국 8개 권역의 143개 지부의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과 지인 등 2,241명은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172회에 걸쳐 “2018 JTS 어린이날 전국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

5월의 가장 행복한 시간

하였습니다. 캠페인은 특히 어린이날 당일에 많이 진행되었고, 지역의 상가 주변, 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기념 행사장에서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평소엔 활동하지 않았던
활동가의 가족 및 지인들도 거리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직접 느끼

어린이날 전국 캠페인 이야기

고 이웃에 권하는 소중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모금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가 활동가들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전 충청권역의 대전지부 김수연 씨는 “모두 우리의 아이이기에 다 따뜻한 밥을 먹
이고 싶습니다”라며 소명 의식을 빛내셨고, 대구 경북권역의 많은 지부에서는 페이스페

부모님, 아이들 함께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5월, 기아와 질병, 문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기 좋은 달입니다. JTS는 5월을 맞이하여 전국적
인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아이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남권역 통영지
부는 “작년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내미는 손길 하나 하나에 진심을 다했다” 는 소감을
밝히셨는데, 참가한 봉사자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모인 모금액,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글쓴이 한국JTS _ 김기연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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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따뜻하게 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27

국내소식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28

29

범어사 나들이와 즐거웠던 여흥 이야기

“

걸어서 이동할 때는 우산을 씌워드리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점심은 통도사 입구의 식당에서 드셨는데, 어르신들께서 배가 고프셨는지 음식을 모

매년 봄이 되면,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두 다 드셨습니다. 여흥시간에는 봉사자들이 미리 준비한 노래와 오카리나 연주가 있었

글쓴이 한국JTS 부산울산지부 _ 최인정

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흥겨워하셨습니다.
날씨예보를 들은 봉사자들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버스에 승차하시는 어르신들을

올해엔, 어르신 109분, 봉사자 39명, 행자님 4명, 스님 일행 2명, 화광법사님까지
총 154명이 봄나들이에 참석하였습니다.

닦아 드렸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때는 우산을 씌워드리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마
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범어사에서 식당, 식당에서 통도사로 가는 것이 나들이일정입니다. 비가 와서 오후 통

통도사방문 일정은 취소되었지만, 식당에서 여흥시간을 조금 더 가졌습니다. 차량

도사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범어사 설법전은 법회 장소로 좋았습니다. JTS 이사장님이

기사분들께서는 국도로 우회하여 어르신들이 차량에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신 법륜스님의 법문과 즉문즉설은 그 어느 해보다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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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북의 어르신들과
함께 한 봄나들이

국내소식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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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이대로 완전한 존재

“

다문화인들은 사천왕문, 보타전, 해수 관음상, 의상대 등을 돌며
풍경도 감상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나들이에 지장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
였으나, 기분 좋게 보슬보슬 내렸던 비 덕분에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들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JTS 안산다문화센터는 지난 5월 6일,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126명의 다문화인과 31명의 한국인 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나들이

맛있는 콩고기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은 후 이승용 평화재단 총장님의 설명으로 낙산

는 낙산사 사찰 순례,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즉문즉설, 낙산해변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사 순례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총장님

되었습니다.

의 설명을 송수신기로 통역하였습니다. 다문화인들은 사천왕문, 보타전, 해수 관음상, 의
상대 등을 돌며 풍경도 감상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글쓴이 JTS 안산다문화센터 _ 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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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위로가 된
낙산사 다문화 가족 나들이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순례를 마치고 ‘인월료’라는 건물에서 JTS이사장 법륜스님을 모시고 즉문즉설 시간
을 가졌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
아 여러분들이 한국 에서 받는 차별과, 겪는 어려움을 잘 모른다며 한국인으로서 여러분
들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국인을 대표해 사과하셨습니다. 그리
고 한국인들이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괴로
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어떤 점이 괴
롭고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친구에게 묻듯 편
하게 질문하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문즉설을 마치고 낙산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오랜만에 찾은 바다
에서 한참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한국에서 일만 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오늘 여행이 위로가 되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를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JTS안산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등

32

“

여러분은 언제나 이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길을 헤매는 친구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질문자 중 신체의 문제는 약을 먹으면 낫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한국에 와서 부자가 되기 위해 열
심히 일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돈을 빨리 많이 벌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컵을 가지고 비유

엄마와 두 아들이 안내판을 들고 길을 안내하였고,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 우

를 들어 답변하셨습니다. 비교할 때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산 없이 배식 줄에 서있는 다문화인들을 챙긴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은 언제나 이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며 교만

않아 길을 헤매는 친구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자는 환해진 얼굴로 자리에

다. 많은 봉사자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모두가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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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국내활동터소식·안산다문화센터

후원인이야기

JTS에서 지원한 시설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시설과 입소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시설명과 작성자 명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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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구촌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가했어요

35

스리랑카 취업 연수생,
본국 귀국 파티를 열었어요
스리랑카 청년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직장도 성실히 다녔을
뿐만 아니라 JTS 안산다문화 센
터에서 진행하는 일요일 영어교실
에 2년 동안 꾸준히 다니며 한국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자
들은 스리랑카 청년이 한국 생활
을 잘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
는 것에 대해 아쉬움, 축하하는 마
음과 앞으로도 잘 지내기를 바라며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청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항상 행
복하길 바랍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인도
필리핀

(* 신규 파견 활동가)

보광, 쁘리앙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김민정, 이정미, 최태진, 정연서, 이현정

김상훈, 박시현, 김형준, 조혜림, 박은혜, 한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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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S안산다문화센터는 유애경 활동가와 태국, 스리랑카 에서 온 봉사자들은 2018 지구촌 나눔 한
마당 행사에 부스 2개를 지원받아 나비장터 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
무료 나눔으로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문화 전통의상 체험과 다양한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JTS 안산다문화센터는 기증받은 의류와 책, 잡화 등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
시 30분까지 판매하였습니다. 이날의 수익금은 태국 음식을 준비해주신 태국 사원에 기부하였습
니다. 다양한 국가의 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어 즐겁고 보람 있는 하루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원은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되어 긴급하게 보호가 필
요한 분들이 오게 되는 일시 지원 복지시설입니다. 본원은 입소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쉼을 통해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규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지원을 통해 한 부모 가장
이 되어 홀로서기까지 지원합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살다 시설에 입소하여 삶의 전환이 되는 과정을 겪
으며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JTS 지원을 통해 입소 피해 여성분들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들을 때에 따라 구입하
여 지급할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책가방과 교복 지원을 통해 신
속한 학업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입소 여성과 자녀가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였습
니다.
저희 시설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이라
는 힘든 상처를 안고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신 JTS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
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18. 04.

나눔회원소식

일시후원금

(2018. 3. 1. ~ 2018. 4. 30.)

나눔회원소식

미국JTS 후원금

(2018. 3. 1. ~ 2018. 4. 30.)

북 한
강경림 강미선 김광염 김명선 김민중 김민호 김선호 김소영 김승희 김애순 김은영 김은영0494 김학성 남기화 박동균북한돕
박소영 박완임 박태진 백규태 북한 서태현 성채현 손지훈 송혜원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안영주 양지원 양현애 오흥란 이승열
이유미 이은경 이주형 이진일 이호식 일상에서깨어있기 임근영 임소영 장윤정 정성채 정현옥 조수희 조정례 조준희 조홍희 최광남

3월

하지영 한성욱 허대영 허향미 현숙정희 홍민정

고창미 김지현 김학노 김학노 남동민 노유경 박경배 박승용 박정희 반야행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유수영 유승묵 유주영

인 도
김경란 김성은 김소영 김승희 김진환 남기화 박도필 박소영 박태진 백경화 백규태 성채현 소진호 송옥순7934 신재영 신종섭

이두라 이상섭/용수진 이영국 이재철 이주희 이지훈 익명 임선희 정은희 최성환 최희철 황병윤
Catherine Cho, Denyse Pyo Olsen, Haven Shim, Hudson Shim, Hyang Chu, Irene Shim, Jiwoo Tam, Katie Lee
Keith Conner, Kyung J. Kim, Ricky Tam, SY Systems

안선희 안영민 안영주 양현애 이승열 이유미 이윤희 이은경 이주형 이진일 이혜산 인도 인도보시 임소영 장윤정 전소은 전태욱
정미진 정임순 조미화 하지영 허향미 현숙정희 홍민정 황정연

필리핀
남기화 박지현 전소은 이승열 현숙정희 김승희 남기화 하지영 필리핀 정지화 장윤정 소진호 박태진 서태현 이진일 김소영 임소영

36

신재영 신종섭 김진환 백경화 안영주 김민호 이은경 김승희 이진일 백규태 양현애 안선희 김소영 박소영 홍민정
전 체

김세희 김순지 김영식 김지현 김학노 노유경 박경배 박근애/Sean J. Kim 박승용 박정희 박현수 변경임 석은영 손인철
송호성(Benevity) 시애틀 법당 신명숙 유수영 유승묵 유주영 윤광미 윤철구 이동영 이두라 이세웅/오미영 이영국 이재철
이주희 이지훈 이혁 임선희 장철호 정은희 주상휴 최영태/김성순 최희철 타라 하주홍 한정희 황병윤
Catherine Cho, Denyse Pyo Olsen, Hyang Chu, In Kyoung Macen, Irene Shim, Jung D. Oh/Hyun Y Oh, Katie Lee
Keith Conner, Kyung J. Kim, Michael W. Yang, S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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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2120593941 (주)다인디엠에스 (주)익스이노 0970노인순 BRIANKIM 강경화 강미란 강미선 강민경 강병필 강성희
강영수0422 강준숙 강진숙 강찬욱 강희란 경진생임준성건강총명 고 전상호 고경희 고대사대부중 고영의 고정원 고조갑순극락왕생
공도경 곽승호 광주3월거리모금 권건우 권경영 권덕희 권순범 권영선 권영선 권영애 권오현 권우주 권은하 금삼승민승필 기정임
김경미 김경섭 김경수 김경희 김관열 김규옥 김기진 김기태 김기호 김남길 김남훈 김남희 김대광 김대홍 김덕주 김동철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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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김선남 김선숙5440 김선주 김선주 김선호 김선화 김성자 김소영 김소희3564 김수연 김수윤 김순애 김순옥 김승민
김승희 김애란 김연옥 김영경 김영준 김용덕 김우순 김욱한 김운하 김원만 김유경 김은수 김은숙 김은아 김은희 김은희6694
김을성기부 김응 김인기 김인숙 김인영 김인태 김재웅 김정권 김정미 김정희 김제니 김종률 김준숙 김지식 김지훈 김진환 김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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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현 목익수 무명보시 무인생임종호건강총명 문다래 문덕권 문서준 문서준 문용직 문은혜 문현석 문희경 미미구름 박경자
박규흠 박규흠 박금지(금경) 박금희 박금희 박기옥 박기준 박동수 박동주 박명화 박미라 박미혜 박민성 박민정 박보적 박복선
박상윤 박상철 박상훈 박상훈기부 박선영(박신연) 박선희 박성희 박소영 박송자 박수경 박순양 박순양 박영기 박영숙9881 박영화
박예진 박완임 박윤정 박은숙 박재은9697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자 박종훈 박주하 박준우 박중현 박지은 박진옥 박청 박태진
박태화 박현이 박현진 박희진 반매자 반미정 방현희 배유진 배재윤 배지환 백건구 백경아 백경화 백규태 백승환 백종윤 변동해
북한 사공창한 사랑의 열매 생일비기부 서말선 서신석 서울시설공단 서종예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성낙철6139 성윤희
세종1.3 거리모금 손영수 손영인 손예원 손준호1562 손호영 송문영 송문호 송미자 송정열 송종수 송혜영 송화준 송희숙
스님법문잘듣고감사요 신동근 신란희 신명철생일 신비로운 여인 신용운 신유빈 신은혜 신재영 신종섭 심보경1809 심하은
안갑지 안규상 안기홍 안동환8791 안동흡 안산스리랑카사원 안산태국사원여성출가 안상호5970 안영주 안완수 안정현 안종문
양동산 양서윤 양윤건 어린이돕기해주세요 여기자 오민정 와우테크 우미애 우선영 우혜진 운문학인 운문학인학감 원철웅 원호
연 유 여여성 유경희 유미란 유승열 유연서 유영숙1501 유영애 유완봉 유정훈 윤건우 윤경미 윤경원7479 윤귀영 윤금자 윤명
윤미 윤미경 윤민상 윤준호 윤지연 윤태훈 윤홍인8946 을유생김화영대상포진 음정수 이강민 이경숙 이광주 이귀숙 이귀숙
이귀숙 이동욱 이래연 이명희 이미자3131 이미향 이병기 이상백 이상범가족 이상은 이상천 이상훈 이석원 이성제 이세호 이숙
이승연 이승주 이승준 이영국 이영화 이옥남 김화영 부모 이온결 이용수 이원성 이원행 이유미 이은경1 이은경2 이은산 이은순
이은주 이은진1453 이은하 이은희 이의정 이재호4538 이정건 이정옥 이정희 이준학 이진희 이창훈4542 이춘강 이하윤 이헌미
이현숙 이혜산 인경특위1 인도 인도병원 인선민2058 일깨 157차 임근영 임남환 임동현8845 임란주 임보경 임상춘 임성민
임성애 임수현 임양덕 임월선 임재식(8845) 임종덕 임종철7080 임주현8845 자운고등학교학생일동 장길자 장미정문경법당
장원숙 장윤정 장현련 장현련 전근영 전미정 전영미 전체사업 전태욱 정경아 정경희 정교필 정나영 정대유 정미경 정미숙 정미진
정백기 정선우 정선진 정소영 정신곤 정연수 정열 정영자 정은정 정은희0107171 정인규 정인규 정지화 정진희 정태희1910
정현옥 정현우8697 조갑순극락왕생 조금희 조몀자 조상님들극락왕생 조아연 조영미 조영자 조재룡 조점숙 조정 조진희 주소영
지월성 차지은 채희백 천일기도회향 천형준 최경숙3523 최경자 최경희 최대원 최민영 최선영 최성욱 최성욱 최순임 최순임
최순임 최영자 최영찬 최영희 최유정 최정윤 최준혁 최준현 최지예 최현미 최현미 최화심 태성푸드 표세영 플러스4인방 필리핀
하승우 하지영 한성욱 한영순 한원희1619 한종호 함승희 함양고1학년 항상감사합니다 해피빈 허인숙육영숲 허정행 허진혁
현숙정희 홍희경 황신옥 황영애 황영희 황은선5054 황인례 황인철 황재영 황정민(봄안경원) 황정현0222 황제호 황현숙

4월

나눔회원소식

나눔저금통 현황

나눔회원소식

2017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8. 3. 1. ~ 2018. 4. 30.)

(2017. 1. 1. ~ 12.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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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성서

세종
송파
수원
순천
시흥
아산
안양
양덕
영주
울산

원주
은평
의창
인천
일산
정관
제주
제천
종로
중랑
중리
진해
진해
청주
평택
평택
화명
흥덕

박문구,무기명8개
무기명1개
이남숙, 김도혁, 김순경, 김경자,
이남숙, 서은희, 이남숙, 김영아,
왜관 소망어린이집, 이수미, 장연우,
장다빈, 이아림, 김리원, 강신자,
김도윤, 무기명2개
정경주, 김용례, 조주호, 정태준,
홍성관, 민경훈, 무기명7개
강진이, 양삼연, 류문숙, 장영숙,
김민자
무기명1개
이호림, 장혜옥, 이정하, 김민숙,
이영미, 무기명,3개
무기명5개
무기명8개
무기명2개
무기명4개
무기명7개
김연실, 조성옥, 한순자, 김현옥,
옥동 대웅약국, 옥동한살림,
찰보리빵, ss마트, 무기명3개
김한숙 이혜숙, 주종미, 양연옥,
무기명1개
김금옥, 손준호, 김은희, 임인자,
심보경,무기명3개
심지효, 김경호
천진희, 무기명
무기명10개
김재은, 김춘복, 박영애, 홍순조,
채칠숙, 이숙진
무기명4개
심희자, 신선희, 무기명2개
방혜신, 김소양, 최옥분, 문봉상,
송현자, 신휘경
무기명3개
윤명란, 윤은주
강미애, 곽덕순, 박인화
이정숙, 조혜정, 곽덕순, 황은미
윤귀예, 장명현, 무기명, 민안자,
장경석, 김용범 ,무기명7개
황선화, 이향숙, 전영란, 무기명1개
박수자
무기명8개
박준자, 김지은, 양인수, 이금숙,
성수제, 김지혜,무기명1개

거리모금 현황
(2018년 3월 1일 ~ 2018년 4월 30일)
3월 151,300 JTS 137,660 강릉 109,480

강북 64700 강서 116,080 강화 203730
거제 244,210 거창 53,300
경기광주 48,100 경산 127700
경주 337,240 계룡 94,370 공주 186,400
관악 213300 광명 100,300 광주 159,250
광진 72,000 구리 178,200 구미 540,930
군포 137,000 금정주수행법회 260,700
기흥 123,000 김천 247,240
김포 208,590 김해 321,730
남양주 61,350 내서 130,210
노원 551,010 달성 252,450
당진 220,350 대구남산 336,300
대구 475,800 대전 285,700 덕양 71,950
도봉 137,700 동대문 123,910
동래 462,850 동인천 94,000 동작 33,350
마산 605,550 목포 144,950
문경 135,300 밀양 55,700 부천 232,530
부평 65,000 분당 276,940 사천 335,350
사하 183,850 상주 95,800 서대문 92,000
서면 53,380 서산 254,300 서초 933,630
서현 233,690 성동 72,400 성북 74,150
성서 395,800 세종 652,300 송도 97,000
송파 138,310 송현 309,840 수원 35,200
수정 154,760 시흥 89,000 신서 58,300
아산 200,450 안동 147,100
안산다문화센터 244,190 안산 105,730
안성 42,350 안양 343,250 양덕 208,500
양산 131,580 양천 171,080
양평 135,000 영동 88,510 영주 261,810
영천 329,000 영통 207,950
옥교 219,940 왜관 53,030 용인 80,000
운정 38,460 울산 399,710 원주 265,900
은평 77,550 의정부 108,660
의창 181,880 인천 97,630 일산 172,390
장유 104,600 전주 94,200 정관 118,600
정토법당 372,230 제주 150,060
제천 198,200 종로 72,050 중랑 46,800
중리 163,500 진주 366,970
진해 141,100 창원 325,320
처인 351,720 천안 200,000
청주 332,760 태전 485,190
통영 154,300 파주 185,000 평택
224,480 포항덕산 353,200
포항양덕 275,610 하남 115,050
해운대 201,000 홍성 198,470
화명 42,950 화봉 32,820

북한사업
0.5%

경상비
10.1%

수입이자
8.5%

홍보사업
4.1%
국내사업
12.7%

수입

지출
긴급구호
15.4%

후원금
84.2%

인도
31.5%

필리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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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구분

금액(천원)

후원금

비율(%)

4,390,376

84.2

모금수입

379,648

7.3

수입이자 등

442,191

8.5

합계

5,212,215

비고

100.0

[ 지출 ]
구분

금액(천원)

북한사업

비율(%)

비고

6,299

0.5

지원사업 준비

인도

412,444

31.5

교육지원, 의료, 마을개발사업

필리핀

336,368

25.7

교육지원, 마을개발사업

긴급구호

201,854

15.4

스리랑카, 로힝야족

국내사업

166,605

12.7

결손가정 및 노인, 장애인 지원,
다문화 지원

홍보사업

53,691

경상비

131,995

10.1

1,309,256

100

해외사업

지출합계
자본적지출

4.1 소식지 발행 및 모금캠페인 준비비 외

45,284

차기이월

3,857,675

합계

5,212,215

100.0

지급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외

Join Together Society

2018 MAY•JUN

유정자, 오경화, 이정복, 이정민,
손정희
강서 무기명5개
강화 양유미 어린이
검암 무기명4개
경산 육영숲어린이집118개, 박미혜
경주 곽복임, 서양숙, 박선영,
경주 최윤순, 최연희, 무기명
고성 임경화,대성초,
공주 임병관 거사4개
광명 무기명4개
구리 무기명1개
구리 무기명2개
구미 최화심, 정은경, 이현숙
금정 무기명, 김말석, 원선효, 김수연,
신정화, 주용수
기흥 도점화, 김윤미
내서 무기명4개
달성 김영욱
당진 무기명1개
대구 무기명8개
대연 무기명11개
대전 무기명48개
덕양 이지연, 최순금
도봉 조경란
동대문 무기명3개
동래 무기명12개
동인천 강미선, 김순옥
문경 김여원, 김현사,무기명2개
밀양 장순자, 황순연, 조미경 ,제영희,
김선주
부사 한아름마트, 강문숙, 김대웅,
무기명6개
부천 이종순, 고홍, 이신자,최한수, 한명순,
무기명1개
부평 무기명11개
사천 이둘이, 박선영, 오경희, 조원석,
황진희, 이둘이, 고금순
사하 배말수, 정현아, 최미금, 이종수,
김영미, 최인숙, 문정숙, 정현아,
무기명4개
상주 박정순, 무기명
서산 백현희, 이미숙
서천 이승민, 이창제, 윤경,무기명1개
서초 유훈성, 길민정, 유승후, 유재호,
신영규, 이재현, 최병호신경정신과,
최성신, 유정희, 통일도시락, 원명희,
권영숙, 진연후, 박문구, 임은주,
김미진, 권영해,박현선, 권영해,
송지선, 장해란, 김누리, 고영미,
박현비, 권영해, 임은주, 이춘정,

모금수입
7.3%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JTS의
둘,생각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먼저
배워야
합니다.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해야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지등록번호 214-82-04746 대표자명 최석호
E-mail cr@jtsint.org FAX 02-587-8998 후원문의 02-587-8995

2018.5.4~20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