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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보고



해외사업장 현황 2016년에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의

료, 마을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 2곳을 재건 완료했습니다.

8월에 발생한 두만강 유역 홍수 중국 피해지역에 한

국JTS가 월동 물자를 지원했고, 미국JTS가 북한 피해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인도

북한

필리핀

네팔
중국



2016년에는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의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교류 역시 위축되었습니다.

한국JTS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의 초입에 두만강 유역 홍수가 발생함

에 따라, 미국JTS가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6차례 지원했습니다.

북한
North Korea

북한
North Korea



2016년부터는 인도인 활동가들이 각 부

서의 팀장이 되어 직접 인도JTS 사업을 운

영했습니다.

팀장들은 업무를 배우면서 사업을 진행해

야 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

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India

인도
India



[지출내역]

수자타아카데미

항목 금액(천원) 비율

학생급식 36,401 19%

교육교재 1,713 1%

학생복지 11,419 6%

실습교육 1,086 1%

행사운영 9,920 5%

교사역량강화 20,439 11%

시설유지보수 57,490 30%

학교운영 15,113 8%

유치원 운영 37,021 19%

지출합계 190,603 100%



학생급식

수자타아카데미 무료 급식 프로그램으로, 적

어도 매일 한 끼는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양균형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

조식품과 과일 등 특별식도 급식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습관 키우기

가정방문, 교내 놀이터 조

성, 수업 다양화, 특별식

지급, 학부모와 청년회 계

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

이들이 구걸하지 않고 등

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노력에 힘입어 유치원

은 평균 95%, 수자타아카

데미는 최대 97% 까지 출

석률이 올라갔습니다.



둥게스와리
유치원
예체능 교육

균형 발달을 위해, 미술, 

체육, 동화 듣기, 음악, 율

동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유치원 출석

률이 평균 75%에서 95%

로 올라갔습니다.



둥게스와리
유치원 졸업식

둥게스와리 최초로 유치

원 졸업식을 열고, 아이들

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출내역]

지바카병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일반진료 53,253 57%

모자보건 26,290 28%

결핵퇴치 1,285 1%

스태프역량강화 5,137 6%

시설유지보수 4,865 5%

병원운영비 2,429 3%

지출합계 93,241 100%



지바카병원
정기 위생교육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15개 마을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진료에 노트북을 동원하여 영상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 및
저체중아 지원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총 6개 마을의 임

산부들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방접종

을 실시하고 영양식 지원했습니다.



결핵환자
검진 지원

이동 진료 시 결핵의심환

자를 조사하고, 새로 발견

된 환자들에게 결핵 교육

을 실시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결핵퇴치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환자

검진을 지원하고 영양식

을 제공했으며, 연말에는

총 18명 환자 중 12명이

완치되었습니다.



[지출내역]

마을개발

항목 금액(천원) 비율

빈민구호 8,752 26%

식수개발 10,368 31%

염소은행 263 1%

주민역량강화 7,365 22%

마을행사 3,338 10%

운영비 2,947 9%

지출합계 33,033 100%



극빈자
지붕개량사업

우기를 앞두고 지붕을 수리할 수 있도록, 

둥게스와리 내 생계 곤란 29가구에 볏단

500단씩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마을
서로 돕기 운동

연 4회에 걸쳐 마을 별 극빈자 구호사업을 실시하

고, 연 216가구에 식료품과 담요 등을 지원했습니

다.



식수지원

한 해 동안 고장 난 핸드

펌프를 139회 수리하고, 

산티나가르 등 필요한 곳

에 새 펌프 5기 설치했습

니다.

우물을 사용하는 마을 우

선으로 3회에 걸쳐 소독약

을 지급하여, 마을 식수를

소독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짜르카(물레)

짜르카(물레)로 옷감을

짜서 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마을 부녀자들은 물레반

을 통해 매 월 2,000루피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

습니다.



2016년은 필리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JTS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 진행에 문

제가 없도록, 새 지방정부와 MOA를 체결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수밀라오 장애인 학교 건축, 무슬

림 지역의 초등학교 건축을 완료하고, 학

용품 지원과 교사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
Philippines



[지출내역]

교육지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학교건축 275,079 83%

학교개보수 32,906 10%

교육기자재지원 14,566 4%

교사연수 10,467 3%

지출합계 333,018 100%



마놀로폴티치
학교 건축

민다나오 마놀로폴티치

군 콘솔라시온과 키한아

이 두 곳의 학교 건축을 진

행했습니다.

두 학교는 2016년 3월 3

일에 준공했고, 6월 13일

필리핀의 새 학기를 맞아

첫 학생들(총 114명)을 받

았습니다.



수밀라오 특수학교 및
기숙사 건축

수밀라오 군 최초의 장애인 특수학교와 기숙사를

키솔론 중앙 초등학교 인근에 건축했습니다.

학교 건축에 앞서 지역 정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

원 방안도 이끌어냈습니다.



마긴다나오
무슬림
학교 건축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부의장과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짓

기로 합의하고 건축을 시

작하여, 12월에 픽켈레간

지역에 무슬림 학교를 완

공했습니다.



알라원 학교
운영재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

던 알라원 학교가 새단장

하고, 정식 교사를 배정 받

고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이름도 “뚤뚤라 난 따 알

라원(알라원에 교육을)”으

로 정했습니다.



학교 보수 사업

다물록 지역의 아폴란, 타

퓨난, 인라보, 킬라올라오

4개 학교에 교사 숙소와

화장실을 짓고, 학교 시설

을 보수했습니다.

라나오 델 노르테 지역의

마룬독 유아원과 탐파란

초등학교 보수를 지원했

고, 가가후만 학교 및 바갈

랑잇 학교 보수 사업도 지

원했습니다.



마카파리고등학교
컴퓨터 지원

“한국 정보화 연구원＂으로 부터 사랑의

PC 지원을 받아서 2016년 3월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용품 및 교복
지원

JTS가 건축한 학교 30여

곳에 학용품과 함께 영문

동화책과 리코더, 멜로디

언, 탬버린 등의 악기를 지

원하고, 올해 개교한 4개

학교에 교복을 지원했습

니다.



교사 연수

총코 전 다물록 군수, 다물록 교육 담당관, 

다물록 군 교사 50명 등 현지인 주도로, “효

율적인 교육을 위한 문화적 차이의 이해” 주

제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

습니다.



[지출내역]

마을 개발 / 농업지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시범농장 6,231 27%

마을 개발 3,727 16%

센터 개발 12,803 56%

지출합계 22,761 100%



수익작물
시험재배

버섯 배지를 현지 주택과 센터에서 시험 재

배하여 만족스러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옥

수수와 땅콩 등은 잘 자랐으나, 엘니뇨 현상

으로 과수와 커피 나무는 고사했습니다.



알라원
커피 농장 지원

알라원 마을의 주 소득원

은 산에서 자라는 커피를

수확해 판매하는 것입니

다.

커피 생산 품질을 높여 주

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알라원 마을에 커피 껍질

파쇄기를 지원했습니다.



JTS 센터
보수 및 정리

교사 연수와 마을지도자 연수, 커피 재배 교육 등, JTS 센터

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녹 슨 계단을 보수

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등 건물을 보수했습니다. 중장비

를 보관할 차고도 만들고, 건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

탱크를 추가 설치했으며, 밤중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태양광

등도 설치했습니다.



2015년 4월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2곳을 복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의 두만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피해지역에 식량과 생

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긴급구호
Emergency Relief

긴급구호
Emergency Relief



[지출내역]

긴급구호

항목 금액(천원) 비율

네팔 조기복구 159,392 76%

중국 긴급구호 47,791 23%

에콰도르
지진피해 답사

2,249 1%

기타 답사 303 0%

지출합계 209,734 100%



네팔 지진피해 학교
조기 복구

네팔 자낙푸르 구의 “굽타스와리 중학교”

와 “빤차까냐 초등학교”를 복구하고 준공

식을 열었습니다. 24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만강 홍수피해
긴급지원 (중국)

8월 두만강 유역의 폭우로 대홍수가 발생하여 치수

시설이 부족한 북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

니다.

한국JTS는 중국 조선족 피해주민들에게 월동 물자를

지원하고, 미국JTS가 북한 피해주민들에게 식량과 생

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어둡습니다. 

겨울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인

결식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

계하여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국내사업국내사업



[지출내역]

국내사업

항목 금액(천원) 비율

장애인 지원 5,282 0.7%

노인복지 11,548 1.5%

취약계층 지원 686,455 91.3%

다문화사업 48,341 6.4%

지출합계 751,625 100.0%



장애인 지원

거제도 애광원
나들이

5월 9일, 거제도 애광원

거주인 36명과 봉사자들

은 순천 송광사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10월 24일에는 거주인

44명과 함께 인근의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 갈대밭

을 다녀왔습니다.



노인복지

봄 나들이 /
가을 잔치

4월 18일에는 JTS 정토마

을이 있는 두북 인근 지역

어르신 173분을 모시고

선암사로 봄 나들이를 다

녀왔습니다.

11월 9일에는 2백여 분을

모시고 JTS 정토마을에서

즉문즉설과 함께하는 어

르신 잔치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문경시, 서초구와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

니다. 겨울방학 중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 한 부모 가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했

습니다.



다문화사업

아나바다 장터

다문화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세 차

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다문화사업

안산다문화센터
다문화 가족 나들이

다문화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잠시 쉬

어갈 수 있는 다문화가족 나들이를 2차례 진행했습니

다.

3월에는 다문화인과 봉사자 148명이 함께 법주사로

봄나들이를 다녀왔고, 10월에는 오대산 월정사로 68

명이 다녀왔습니다.



2016년

재정보고



후원회원
현황

2015년 12월 이후, 총 1,878분이 정기 후원 회원으

로 가입하셨습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라 더욱 체

계적이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

원 팀 교육을 진행하고 회원관리 시스템을 보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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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정보고

수입항목 금액(천원) 비율

후원금 4,752,111 83%

거리모금 343,133 6%

저금통 130,922 2%

사업비보조금 45,000 1%

수입이자 419,410 7%

기타수익 12,896 0%

수입합계 5,703,4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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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정보고

계정과목 금액(천원) 비율

북한사업비 10,084 0.55%

인도사업비 243,217 13.34%

필리핀사업비 380,424 20.87%

긴급구호사업비 212,458 11.65%

중국사업비 19,105 1.05%

국내사업비 703,285 38.58%

다문화사업비 48,341 2.65%

홍보사업비 63,946 3.51%

목적사업비 소계 1,680,860 92.21%

경상비 142,059 7.79%

지출합계 1,822,919 100.00%

당기순이익 3,880,553

지출총계 5,7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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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