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은파리 테러, 시리아 난민 사태 등 전세계적으로가슴 아픈 소

식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웃인아시아에도자연재해가빈번하여 4월에

는 네팔에서대지진으로, 8월에는미얀마에서홍수로 많은 사람들이희

생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이루어진 JTS의 모든 활동은 오직 어려운 이웃을돕고자 하

는 국내외후원회원 여러분들의따뜻한 마음이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국에서한결같이모금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지역 활동가들이있었습

니다. 모금과바자회를통해 직접 마련한성금을 전하는 선생님과학생들

이 있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과연말 거리 모금으로큰 도움을주시는

길벗 여러분들도빼놓을수 없습니다.

바쁘고 어려운여건 속에서도늘 굶주리고고통 받는 세계 이웃을 생각

하며, 봉사와후원을 하면서도언제나 “나눔으로써내가 더 행복하다＂

고 말하는밝은 얼굴들을보며, 희망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

니다.

언제 어디에서나물심양면으로 JTS와함께 해주시는모든 후원회원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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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현황 2015년에는 인도, 필리핀, 라오스에서사업이 진행되

었고, 네팔과 미얀마에서긴급구호가있었습니다.

라오스 사업장은학교 건축을성공적으로마친 후 철

수했고, 인도와 필리핀 사업장에는인력이보강됐습

니다.

인도 라오스

북한

필리핀

네팔

미얀마



2015년에는남북간의 긴장이 더해지는 상

황 탓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으나,

통일의 기운이 융성하여 기아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시대가 도래하기

를 기원합니다.

북한
North Korea



인도에서는 수자타아카데미와지바카병원

을 기반으로, 둥게스와리의 기아와 질병, 

문맹 퇴치에 변함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째 저체중아를 지원한 결과, 저체

중아 사망률이 0%에 가까워졌다는 소식과, 

학교 출석률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
India



[지출내역]

수자타아카데미

항목 금액(천원) 비율

점심급식 35,901 25.7%

교육교재 2,643 1.9%

학생복지 13,227 9.5%

실습교육 1,029 0.7%

행사운영 8,849 6.3%

교사역량강화 16,526 11.8%

시설유지보수 22,520 16.1%

학교운영비 14,518 10.4%

유치원 운영 24,456 17.5%

지출합계 139,669 100.0%



점심 급식

수자타아카데미 무료 급식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매일 한 끼는 영양가 있는 밥을 먹

을 수 있었습니다. 영양균형을위해 주기

적으로 과일 등 특별식도 급식했습니다.



특별수업 및
기숙학습

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둥게스와리 아이

들을 위해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에 시청각

교재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기숙학습을 실시하여 학

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석학생
집중 관리

수자타아카데미는학생들

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마을 청년들이 함

께 집중적인 출석 독려 캠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사와 청년들의 노력에

힘입어, 구걸 나가는 학생

이 줄고 출석률도 90% 이

상으로 올랐습니다.



둥게스와리
유치원

유치원 운영을 위한 각 마을 리더 교육과

학부모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 인력이 부

족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마을의 주부를 교

사로 시범 채용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사립학교 인가

수자타아카데미가인도

정부에서 공인하는 사립

학교로 인가 받았습니다.

이로서 졸업생들이 검정

고시를 봐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지출내역]

지바카병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일반진료 45,211 58.7%

모자보건 21,451 27.8%

결핵퇴치 1,186 1.5%

이동진료 1,689 2.2%

스태프역량강화 4,920 6.4%

시설유지보수 2,091 2.7%

병원운영비 487 0.6%

지출합계 77,035 100.0%



일반진료 현황
진료대상 환자 수(명)

둥게스와리 주민 8,455

외부지역 주민 11,935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2,746

유치원생 520

양호실 이용자 4,039

마을 개발 부서(빈곤가정) 693

합계 28,388



모자보건 및
저체중아 지원

어머니의 모유가 나오지 않는 신생아 가정에 분유

를 지원하고, 연초 마을별 저체중아를 조사하여 8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17명에게영양식을 지원했

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출생 등록과 함께 예방

접종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결핵환자
검진 지원

둥게스와리의 결핵 환자 10명에게 매주 결

핵 영양식을 지원하고, 인도 정부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진료

를 지원했습니다.



이동진료

15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대상으로 이동

진료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763

가구, 하반기 1,487가구에구충제를 지급

했습니다.



지바카병원
정기 위생교육

수자타아카데미 학생과

둥게스와리 15개 마을 주

민을 대상으로, 손 씻기와

식품 관리방법 같은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주민들이 쉽게 익

숙해질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정기적

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출내역]

마을개발

항목 금액(천원) 비율

빈민구호 18,466 46.9%

식수개발 12,892 32.7%

염소은행 88 0.2%

주민역량강화 3,461 8.8%

마을행사 3,054 7.7%

운영비 1,448 3.7%

지출합계 39,409 100.0%



우리 마을
서로 돕기 운동

전체 마을 1,624가구를직접 방문하여점검하고, 집

마다 쌀 10kg을 배분했습니다. 극빈자 가정에는쌀과

달, 겨자기름을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겨울에 대비하여 1,450가구에 담요를지원하면서, 주

민들로 부터 약간의 돈(1루피=20원)과쌀 한 줌 씩을

받아 극빈자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식수지원

핸드펌프가 부족한 5개 마

을에 각각 수동 핸드펌프

1대씩 5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플랫폼도 설치했

습니다.

우물 소독약을 2회 지급하

여 식수를 소독하고, 못 쓰

는 우물은 뚜껑을 덮는 대

신 흙으로 매워 사고를 방

지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염소은행

암염소를 분양하고 염소가 낳은 새끼로 갚

는 염소은행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습

니다. 14명에게염소를 분양했고, 새끼 1

마리를 받았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짜르카(물레)

짜르카(물레)로 옷감을 짜

서 판매하는 소득증대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짜르카(물레) 교실에 주부

22명이 참가하고, 초급 재

봉반에도 12명의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둥게스와리에는 여전히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생계곤란 60가구에 초가지붕을

수리할 볏단 250단을각각 지원했습니다.



둥게스와리
인구조사

2차례에 걸쳐 주민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인

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둥게

스와리에는 총 2,062가구가거주하고 있으

며, 그 중 80%가 천민 가정이었습니다.



JTS가 민다나오 섬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사업

현장을 모두 방문하여 점검하고, 자료를

모아 백서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건축과 교육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

행하여, 만타부 학교를 증축하고 마놀로폴

티치에 두 학교를 짓는 한편, 현장 점검 결

과를 바탕으로 교사 숙소와 화장실도 건축

했습니다.

필리핀
Philippines



[지출내역]

교육지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학교건축 31,118 40.4%

학교개보수 35,745 46.5%

교육기자재지원 10,082 13.1%

지출합계 76,945 100.0%



마놀로폴티치
학교건축

민다나오 마놀로폴티치

군 콘솔라시온 마을(위 사

진)과 키한아이 마을(아래

사진) 두 곳의 학교 건축

을 진행했습니다.

두 학교 공사는 2016년초

에 마무리되어 2016년 3

월 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

니다.



만타부 학교
교실 증축

만타부 학교의 학생 수가

늘고 있어, 교실 2칸을 증

축하고 교복과 책걸상, 태

양광전구를 지원했습니다.

만타부 학교는 정교사 추

가 파견과 함께, 6개 학년

136명의학생이 공부하는

정식 초등학교로 승격됐

습니다.



교사 숙소 및
화장실 건축

마을에 교사 숙소가 없어, 도시에서 온 교사들이

교실 한 켠에 칸막이를 세우고 숙식하고 있었습니

다. 이에 다물록 지역 킬라올라오, 인라보, 아폴란, 

타퓨난 학교에 교사 숙소와 화장실을 신축하고, 학

교 건물도 보수했습니다.



딸라각 특수학교(SPED)
전면 보수공사

부키드논 주 딸라각 시 장애인 특수학교의

전면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실과 기

숙사를 보수하여,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

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라원
학교 보수공사

교사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알라원 학교를 방문

했습니다. 학교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회의를 열

고 낡은 학교 건물과 마을 다리를 보수했습니다. 

현재 알라원 학교는 실리폰 학교의 협조를 얻어 운

영 재개를 준비중입니다.



학교
운영지원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알라

원, 가가후만, 까나안, 칼라수얀 학교를 대

상으로, 학교 건물을 보수하고 운영 재개

를 지원했습니다.



학용품 지원

민다나오에서 JTS가 지원하는 35개 학교

학생 4,000명과교사 100명에게각종 학용

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출내역]

마을 개발 / 농업지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시범농장 4,018 3.9%

마을 개발 6,882 6.7%

센터 개발 92,004 89.4%

지출합계 102,904 100.0%



수익작물
시험재배

카사바, 콩, 옥수수, 고구마 같이 민다나오

의 기후에 맞으면서 수익이 되는 작물을

농업기술 지원센터 부지에서 시험 재배했

습니다.



알라원 다리 보수

알라원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를 보수했습

니다. 다리 보수 이후 마을 거주 인구가 증

가했고, 학교 운영 재개에도 도움이 되었

습니다.



필리핀JTS 센터
기숙사 건축

필리핀JTS 센터 기숙사가 완공되어 2016년 3월 4

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 지원센터에서 거주하던 활동가들이 기숙

사로 이주하여, 농업기술 지원센터를 좀 더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콕농부아 마을 학교를 완공했

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몸과 함께 마음도

더불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복과

그림책, 놀이시설 등도 지원했습니다.

라오스
Laos



[지출내역]

교육지원

항목 금액(천원) 비율

학교건축 12,296 100.0%

지출합계 12,296 100.0%



콕농부아 마을
학교 준공

수쿠마군 콕농부아 마을 초등학교 재건축(교실 5

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지어진 학교 덕분에, 아이

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에자연재해가빈번하여,

4월에는 네팔에서대지진이발생했고, 8월에

는 미얀마에서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의 빈곤과 아픔은아시아인의손으로

해결하자.”는 이념 아래 JTS는즉각 현장으

로 달려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식량 등 긴

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등, 피해자들의아픔

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급구호
Emergency Relief



[지출내역]

긴급구호

항목 금액(천원) 비율

필리핀 마라붓 25,893 9.7%

네팔 지진 35,274 13.3%

미얀마 홍수 203,027 76.4%

기타 1,472 0.6%

지출합계 265,666 100.0%



필리핀 마라붓
조기복구

2013년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사말

섬 마라붓군의 조기복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4년에이어 교실 6칸

을 추가 신축(총 86칸)했

습니다.



필리핀 마라붓
운동장 정비

태풍에 실려온 잔해가 널

브러진 운동장도 정비하

고, 그 자리에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4월 발생한 네팔 대지진에 대응하여 인도

JTS에서 긴급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재민들에게 천막 700개와쌀, 달, 설탕, 소

금 등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네팔
조기복구

네팔 고산지대 자낙푸르 구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3개 학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복구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홍수
긴급구호

길어진 우기로 강이 범람

하여 농지가 물에 잠기고, 

미얀마 14개 주 중 12개

주가 직접 홍수 피해를 입

었습니다.

JTS는 미얀마에서 홍수 피

해 긴급구호를 진행했습

니다.



미얀마 홍수
긴급구호

미얀마 에와야디 구에서 2회에 걸쳐 쌀과

콩, 식용유 등 식량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이 사는 친 주에 식량과 담요를 지원하여, 

총 1만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의 장애인 지원 사업과

노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더하여,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조선족과 새터민 등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인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다문화 지원사업”을 안산다문화

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

했습니다.

국내사업



[지출내역]

국내사업

항목 금액(천원) 비율

장애인 지원 3,300 2.3%

노인복지 10,403 7.2%

취약계층 지원 9,470 6.6%

다문화지원 81,381 56.6%

시설유지관리 39,200 27.3%

지출합계 143,754 100.0%



장애인 지원

거제도 애광원 나들이

5월에는 거제도 애광원 경증 장애인 38명

과 함께 진주/서천을, 10월에는 중증 장애

인 35명과 함께 통영 이순신 공원을 다녀

왔습니다.



노인복지

봄 나들이 / 가을 잔치

두북 인근 지역 어르신 129분을모시고 영

주 부석사로 봄 나들이를 다녀오고, 가을

에는 어르신 153분과함께 마을 잔치를 열

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문경시 가은읍 30개 리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

200가구에 설과 추석 명절에 라면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가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석식비도

지원했습니다.



안산다문화센터
개원

2015년 8월 18일, 날로 늘

어가는 국내 외국인 노동

자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

하기 위해 안산다문화센

터를 개원했습니다.

다문화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 운영, 법률상담과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국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도 지원합니다.



안산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

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이주 노동자를대상으

로 정기적인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있습니

다. 현재 4개 학급이 운영 중이며, 학생은 스

리랑카와태국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안산다문화센터
의료지원

안산다문화센터는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한

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송코 원주민 초청
후원의 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송코 원주민을 초청하여, 전

통 춤을 포함한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은

부산과 안양에서 한 번씩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재정보고



후원회원
현황

정기적으로 JTS를 후원해주시는 회원의 수가

2014년 12월 대비 1,893명이늘었습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 팀을 보강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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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정보고

수입항목 금액(천원) 비율

정기후원 3,745,863 69.6%

일시후원 727,612 13.5%

거리모금 336,282 6.3%

저금통 106,918 2.0%

수입이자 453,057 8.4%

기타수익 9,919 0.2%

수입합계 5,379,651 100.0%

정기후원 일시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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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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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금액(천원) 비율

북한사업비 17,872 1.4%

인도사업비 265,658 21.0%

필리핀사업비 284,496 22.5%

라오스사업비 12,296 1.0%

중국사업비 79,602 6.3%

긴급구호사업비 265,666 21.0%

다문화사업비 81,381 6.4%

국내사업비 62,374 4.9%

홍보사업비 47,716 3.8%

목적사업비 소계 1,117,061 88.3%

경상비 147,377 11.7%

지출합계 1,264,438 100.0%

차기이월금 4,115,213

합계 5,379,651



감사합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알라원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