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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모금 캠페인&기부금 마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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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JTS 후원회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동치는 변혁의 물결 속에서 맞이했던 지난 2017년 저희 JTS는 회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며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한 해 저희는 회원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정성에 힘입어 밝은 세상 뒤에 있는 어두운
곳을 찾아 작은 변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2
2018 JAN•FEB

회원여러분들의 정기후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필리핀 사업
장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지속해서 사업을 수행해온 인도 둥게스와리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전환
한 바 있는 인도 현지인 활동가 중심의 운영구조가 순조롭게 정착되어가는 성과를 거두
고 있습니다. JTS가 설립한 수자타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이들 현지인 활동가들 중심
으로 단계별 교육특화 프로그램과 실험교육, 특성화 교육, 교사 교육 강화 등 교육사업,
기초 의료서비스 보완과 체계적인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
라 구축 등 마을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JTS는 지난해 다물록 군의 마카파리 고등
학교 기숙사 신축을 비롯한 키타스, 알라원 초등학교 등 시설보수 지원, 마놀로폴티치
군의 키한아이 학교 교사숙소 신축, 부키드논주 25개 학교에 대한 교육자재 지원 등 교
육환경 개선 사업과 교사연수, 마을리더 농업연수, 시범농장 운영 및 마라위 분쟁지역
긴급구호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새해에도 학교 건축사업 확대, 기
존 학교시설 보수지원, 교사 및 마을지도자 연수교육, 마을개발, 시범농장 운영 등 다양
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년사

재난지역 긴급구호사업으로는 유례없는 홍수 피해를 본 스리랑카 수재민과 미얀마
내 소수민족으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여 처절한 난민 생활
을 하는 로힝야족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국가와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세상 곳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국내복지사업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
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활동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설립 3년 차에 접어든 JTS안산다문화센터도 다문화인들과의 교류와 지원

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회원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하루 속히 북한 주민들
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색 관계로 인하여 다시 새해의 희망사업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JTS 활동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전문성과 투명성에 회원님들의 따
뜻한 정성을 더 하여 작은 손길이나마 세상 곳곳에 희망을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JTS 이사장

법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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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도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확장기반을 다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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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인도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뉴델리
자이푸르

이타나가르

파트나
비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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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나가르

코히마

쉴롱

루크노우

보팔

임팔
아가르타라

가야

아이자울
콜카타
라이푸르

병아리들의
소풍이야기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뱅갈루르

쿠타크

첸나이
폰디체리

배우고, 익히고, 놀고

트리반드룸

한 달에 한번 걸어서 아이들이 수자타아카데미에 소풍을 옵니다.
어리둥절했던 첫 회를 시작으로, 벌써 일 년이 지났네요.
서울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들여다볼까요?

인도

글쓴이 인도JTS _ 김민정 활동가

해외소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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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왔어요

“

해외소식·인도

수자타유치원

비하르주 가야 둥게스와리 의 자그디스푸르 마을과 두르가푸르 마을의 중
간에 위치한 수자타 아카데미! 이곳 학교 부근의 9개 마을과, 전정각산 너머
의 5개 마을, 총 14개의 마을에 수자타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891명
의 어린아이들이 각각 UKG(6-7세반), LKG(5세), NUR(너서리 4세)의 학급
으로 나뉘어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카펫
를 깔고, 전기가 잘 들어오 지 않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한 약간
은 어두운 교실이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공부합
니다. 놀이가 공부인 어린 아이들이기에 마음껏 뛰어놀며, 그 속에서 꿈을 키
울 수 있도록 축구공이며, 줄넘기, 크레파스 등을 지급하고 교육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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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굳이 한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학습 환경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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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산 너머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한
약간은 어두운 교실이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공부합니다.

소풍을 간다고?!
놀이도 하고, 특별간식도 먹고, 비디오도 보는 수자타아카데미 소풍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초기계획에서 연 1회였던 수자타 아카데미 방문행사가 현
재는 매월 1회씩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좋아합니다. 하지만 89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초대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을에서 수자타
아카데미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 작은 아이들이 걸어서 오기에는 무리가 있
습니다. 이러 저러한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6~7세 반인 UKG아이들 198명이
수자타 아카데미에 먼저 소풍을 왔습니다.

해외소식·인도

까르르까르르, 와
이곳에서 흔하지 않은 미끄럼틀이며, 그네, 시소 등 작은 놀이기구들이 아이들에게
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폭신한 모래 위에 세워진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신나게
노는지 보는 사람들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납니다. 작은 그네 하나에 두 명, 세 명 아
이들이 짝을 지어 밀어주며 놀고, 미끄럼틀 양쪽 손잡이 봉을 잡고 조심조심 올라가 '까
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시소 한쪽에 두 명이 올라타고, 한쪽에선 끙
끙거리며 애쓰는 아이들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
고, 다투기도 하지만 금세 훌훌 털고, 씩 웃으며 일어나 또 다른 놀이에 빠집니다.

씩 웃으며 일어나 또 다른 놀이에 빠집니다.

Join Together Society

“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금세 훌훌 털고,

7

해외소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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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뛰어놀았니 이제 쉬는 시간!
허기가 지는 것도 당연지사!
두 줄 예쁘게 만들고, 9학년 언니 오빠
들의 도움을 받아 차례로 팔을 걷어, 손을
씻고 간식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인도 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사모사(밀
가루 반죽에 인도 특유의 소스와 감자 등
을 넣어 튀겨낸 가장 인기 있는 간식)와 롱
라따 또는 찔레비(단과자)가 우리 아이들

“

아이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간식 먹기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언니 오빠
들에게만 배우던 동요를 직접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면서 배우고 익힙니다. 청결교
육 수준이 다소 낮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간식 먹기는 매우 중
요한 교육입니다.

“

해외소식·인도

곳곳에 놀이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인 교사와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연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UKG 수자타 아카데미 방문행사는 소풍이라고는 하지만 곳곳에 놀이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신
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측정)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인도 의 평균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니다. 아이들의 소풍이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현지인 교사와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연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의 경우, 흡족할 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해맑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를 긍정하는 가운데 한발 한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도 모르는 채,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아이
들을 배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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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는 3~4kg 적은 것으로 나와 그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식 제공이 논의되고 있습

인도활동터소식

구충제 지원

10
2018 JAN•FEB

1년에 두 번 15개 마을 모든 사람에게 구충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
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식구 수에 맞추어 약을 지원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과 환경으로 배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약 먹고 병원 다녀도 낫지 않았는데 구충제 먹고 바로 나았
다는 스텝의 얘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동진료
산길을 돌고 돌아 자르하리에 두번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전에 마을 입구 앞에서 길이
끓겨 다시 돌아 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동 진료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겁습니다.

인도활동터소식

깁스 소녀, 가야 병원 치료 지원

안투비가 에 사는 여학생인데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왔습니다. 지바카 에서는
부러진 뼈는 치료할 수가 없어 가야 병
원에 가는 것을 지원했습니 다. 깁스 하
기 전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일주
일 후에 깁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비가 없어 지바카 에서 빌려주고 두 달
후부터 석 달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
습니다.

둥게스와리 전 가구 담요 지급

2017 재봉반 졸업식
3개월 동안의 재봉 기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식 날입니다. 그 동안 매일매일 작업장에 나와
연습했던 솜씨를 뽐내며 작품 전시도 하고 다 같이 간식도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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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게스와리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는 인도에서 겨울철 담
요는 필수품입니다. 둥게스와리 15
개 마을 1964가구에 담요를 지원했
습니다.

인도활동터소식

명상센터 소풍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서 보드가야 까지 자
전거를 타고 명상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밀려있던 잡초제
거 등 울력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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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수자타아카데미
지원협의차 선발대 내방

2018 JAN•FEB

서울시설에서 선발대가 인도에 도착했습니
다. 수자타아카데미 전기 상항이 좋지 않다
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 기
술자 4명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학교 시설 하나하나를 살피고,
산너머 분교의 시설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
다. 전기파트와 소방, 시설물 파트로 나눠서
일일이 점검 하니, 주어진 시간이 짧기만 했
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유치원 방문도 하
고, 유치원 너서리 목욕프로그램에 참가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술자분들이 참 감동받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짧지만 감동적인 나누기를
했습니다. 3월 초, 본대 20여명의 기술자들이 와서 작업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산너머 마을 유치원
스페셜 푸드_빵 지급
매주 한번 아이들의 영양을 위
해 스페셜 푸드(영양식)이 지
급됩니다. 산 너머 마을은 현지
여건상 한 달에 한번 지급을 하
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빵이 지
급 되었습니다. 제 얼굴만큼 큰
빵을 받아들고는 기뻐하는 아
이들 얼굴에 활기가 돋습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랑노라오아그 시
투게가라오 시
본톡
산페르난도 시

앙헬레스 시

마닐라

레가스피

타클로반
세부
타구빌라란 시티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든 학년을 위한
교실이 생겼어요
부투언

디폴로그 시티

카가얀 데오르

코타바토 시티

삼보앙가

바갈랑잇(Bagalangit) 교실 2칸 증축,
교사숙소 신축 & 다물록 마카파리
국립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준공식

2017년 12월 11일과 12일 바갈랑잇(Bagalangit) 초등학교와

다물록 마카파리 국립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각각 준공식을
서울

하였습니다. 이 곳의 학생들 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그리고 필리핀 의 훌륭한 리더

필리핀

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쓴이 필리핀JTS _ 허유진, 서은실 활동가

Join Together Society

일로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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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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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에 참석한 바갈랑잇 초등학교 아이들

첫번째 준공식 : 바갈랑잇(Bagalangit) 초등학교

바갈랑잇(Bagalangit) 건축 프로젝트가 10개월 만에 12월 11일 준공식을 마지막으
로 끝이 났습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에는 콘크리트(Concrete)형 교사숙소와 교실 2칸,
외부화장실 4칸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바갈랑잇(Bagalangit) 초등학교는 학교 증축의 인연으로 매년 교육 물품을 지원하
며 방문하던 중 교사들의 열악한 생활 상황과 기존 교실 파손 및 교실 부족에 대한 사정
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갈랑잇 은 마놀로폴티치 군에 포함된 시티오(Citio) (‘면’ 정도의 행정구역)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JTS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군청은 인건비와 공사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조언을 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외소식·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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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갈랑잇 학교 완성

마놀로폴티치 군은 JTS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청 중 중장비 지원 등에 있
어 가장 협력적인 군청입니다. 특히 교사숙소의 경우 처음으로 콘크리트형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나무로 지어 금방 보수가 필요했던 기존 교사숙소보다 건물의 지속성을 보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숙소 (3월 말 ~7월 말) - JTS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교사숙소의 탄생

바갈랑잇 초등학교는 출퇴근이 힘든 고도 1,100m 키탄글라드 산자락에 있는데 JTS
가 방문했을 때 여교사 4명은 마땅한 교사숙소가 없어 교실 한 쪽을 임시 벽으로 막은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존 교실은 외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없는 상태라 비가 오
면 빗소리로 인해 수업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소식·필리핀

“

여교사 4명은 마땅한 교사
숙소가 없어 교실 한 쪽을
임시 벽으로 막은 채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
필리핀JTS가 지원한 최초
의 콘크리트형 교사숙소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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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쪽을 막아 생활하던 교사숙소

교사숙소는 자재의 품질과 지속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리핀
JTS가 지원한 최초의 콘크리트형 교
사숙소가 탄생했습니다. 이젠 학교
초입에 도착하면 깔끔하고 튼튼해 보
이는 교사숙소가 제일 먼저 사람들
을 반깁니다. 교사들은 교사숙소 난

완성된 교사숙소

간에 함께 앉아 휴식시간을 가지는 여유도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바갈랑잇 교사들은
JTS에게 여러번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교실 2칸 증축 및 외부화장실 4칸 건축 (7월 말~ 11월 말)
교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재 담당자를 두어서 자재 사용 추이에 따라 공사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9월까지는 기초 작업과 벽 쌓기 작업 등 골격
작업을 마무리한 뒤 10월부터 지붕 설치 작업과 미장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1월에는 바
닥 작업을 마무리하고 페인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소식·필리핀

자재 사용 추이에 따라 공사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공사가 마무리되어갈 때쯤 마놀로폴티치 군청에서 굴착기 지원을 해주어 교실

주변 땅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교실 안으로 비가 새거나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게 됐
습니다. 교실 주변을 정비한 뒤 나온 흙은 교실 앞 땅으로 이동시켜 운동장으로 사용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교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교사들을 위한 사무공간도 만들
었고, 외부화장실은 4칸을 증축하고 사용할 수 없었던 화장실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의 완성된 교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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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미장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해외소식·필리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12월 11일 바갈랑잇 마을 사람들, 마놀로폴티치 군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103명
의 학생 그리고 JTS 관계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마놀로폴티치 전 군수의 환영사로 시작
된 준공식은 리본커팅과 동판 제막, 증서 전달, 기념식수 심기로 이어지며 진행되었습니
다. JTS가 지원한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103명의 아이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필

리핀 국가를 제창해 분위기를 한껏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JTS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법
륜스님은 바갈랑잇 학교 건축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JTS는 아이들을 위한 노트와 볼펜 등 학용품을 한 아름 챙겨
서 갔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 또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선생님, 학부모, 관계자들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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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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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갈랑잇 학교 건축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해외소식·필리핀

가장 반가운 일은 모든 학년이 분리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모든 학년에게 한 교실씩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2006년에 JTS에서 지원했던 교실 2칸과 새로운 교실 2칸이
완전한 일체형이 되었습니다. 교실 중간에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생겼
습니다. 가장 반가운 일은 모든 학년이 분리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입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는 현재 유치부부터 Grade 6까지 총 103명의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각 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과 교실을 나눠 쓰지 않고 본인의 반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마을의 발전
JTS와 바갈랑잇 마을은 2006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JTS가 바갈랑잇
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부족
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던 아이들이 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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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륜스님과 학용품을 한아름 들고 있는 아이들 모습

해외소식·필리핀

학교가 생긴 이후에 교육 여건이 좋아지자 마을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을인구 증가에 따라 마을의 사회적 기반 시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JTS의 관
심이 군청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도 반가운 일입니다. JTS와 마놀로폴티치 군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기간에 군청은 학교 건축 지원뿐만 아니라 바갈랑잇 으로 들어
오는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에는 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수도 시설이 생
겨 모니터링을 갈 때마다 수도에서 물을 긷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
난 10여 년 동안 바갈랑잇 마을은 학교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물 시스템까지 갖춘
살기 좋은 마을이 됐습니다. 바갈랑잇 학교가 마을을 성장시키는 거름 역할을 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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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파리 고등학교 준공식 단체사진

두번째 준공식 : 민다나오 최고의 학생 기숙사
12월 12일 다물록 마카파리 국립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준공식 진행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공사 현장 엔지니어와 인부들뿐만 아니라 마카파리 고교의 학
생과 선생님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까지 길을 따
라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민다나오 원주민 전통 복장을 한 학
생들이 북을 치고 환영하는 춤을 추면서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맞아 주었습니다.

“

해외소식·필리핀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주민 전통춤으로 환영하는 학생들

준공식에는 인건비 일부와 중장비 지원해 주신 다물록 군의 게티간(Pacomeo
Getigan) 시장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JTS 이사장인 법륜스님, 박지나 대표와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 미국JTS 민덕홍 대표를 비롯하여 한국 과 마닐라 , 그리고 미국 의 후원

해 주신 도동, 트렐, 띠에자, 카트리샤 님도 참가했습니다.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마
음으로 봉사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은 리본커팅, 현판제막과 축원,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과 무슬림 대
표 학생이 전통에 따라 기도를 하고, 남녀학생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합창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게티간 시장님은 건물
을 지어준 JTS에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또 다물록 시장님과 마카파리 고교 교장 선생님
은 준공증서와 열쇠를 전달받으면서 기숙사 운영과 관리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마카파리 고등학교에는 남학생 263명, 여학생이 269명으로 총 532명이 재학
중입니다.

준공식 리본커팅

현판 제막

21
Join Together Society

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또 필리핀JTS가 민다나오 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도록 함께

해외소식·필리핀

준공 증서와 열쇠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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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파리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지만 JTS가 지원한 오지 마을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전히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JTS가 학교를 지은 마을은 대부분
산 속에 있거나, 강을 끼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통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
다. 통학대신 학교 근처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려고 해도 하숙, 자취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생활 자립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기숙사
를 신축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을

“

최우선에 둔 100명 정원의 기숙사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을 최우선에 둔
100명 정원의 기숙사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마카파리 고교 전경

“

해외소식·필리핀

마카파리 고교 학생
기숙사는 2017년
JTS민다나오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역대 JTS필리핀 사업 중
단일 프로젝트로 최고,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카파리 기숙사 공사중인 모습

마카파리 고교 학생 기숙사는 2017년 JTS민다나오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역
대 JTS필리핀 사업 중 단일 프로젝트로 최고,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건조실, 부엌 설비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카파리 고교 기숙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
은 202.4m2 규모의 다목적 강당입니다. 이 공간을 크게 마련한 이유는 학생들이 일상적
으로는 식당 및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언제든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토론,
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준공식처럼 기
념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끼와 재능, 생각과 비전, 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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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구분된 숙소에는 이층침대와 사물함을 비치했고,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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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필리핀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한
학생 중에서 50년뒤에
이 민다나오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

24

기숙사 관리 매니저를 남녀 각각 1명씩 두는데, 기숙사 생활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
므로 교사들이 담당하기로 하고, 수업이 있는 낮시간 동안의 기숙사 관리는 시설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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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람으로 1명 고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숙사 매점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교과 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매점에는 기본적인 부식, 학용품, 휴대
폰 로딩, 생활필수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기숙사 텃밭 가꾸기를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하
여, 농사 관련 학습도 하고 직접 채소를 길러 부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S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은 학생들에게 ‘제가 50년 전 여러분 나이일 때 공부한
환경은 이 보다 더 열악했어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한 학생
중에서 50년뒤에 이 민다나오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작은 생활의 변화가
개인은 물론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필리핀활동터소식

필리핀 에서의 자급자족을 위한
퇴비장과 비닐하우스 만들기
한국에서 유기농 농사전문가인 조계환, 박정
선 부부가 필리핀 민다나오 JTS센터 활동가
들의 자급자족과 마을에 농업기술을 전파하
기 위해서 1달 반 정도 지냈습니다. 현재 JTS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퇴비장과 비닐하우
스를 현지에 있는 자재들로 만들었습니다. 비
닐하우스는 6*17M 규모로 만들었고 퇴비장
은 3*15M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에는 유기농 농사 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코 Mampalanay 딸란딕 데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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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6일 송코 맘팔라나이에는 추
수를 감사하고, 딸란딕 부족의 정체성
을 확인하는 딸란딕 데이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JTS 활동가가 초대 받아 참
석했습니다. 마을의 어른과 청년들, 아
이들까지 어울리는 축제입니다. 공연 시
간에는 독수리 춤, 개구리 춤에서 구애
춤까지. 공연자와 관람자의 경계가 없이
누구든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오면 그
자체가 공연입니다.

문구류 지원
교육물품 문구류 지원이 작
년 11월 마긴다나오 주 타푸
칸(Tapukan) 학교를 시작
으로 지금까지 총 23개 학
교에 지원 되었고 현재 5개
의 학교가 남았습니다. 공
책, 연습장, 연필 볼펜, 지우
개와 함께 저학년(유치부~3
학년)에게는 스케치북과 크
레파스를, 고학년(4~6학년)
에게는 수채화 물감과 붓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각 학교별로 배구공과 배구 네트도 지원하였습니다. 가끔 물품 수량이 모자라 당
황할 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진흙탕에 빠지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학용품을 받으며 기
뻐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외지부의 거리모금캠페인 & 기부금 마련 행사

댈러스 JTS,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댈러스에서 JTS 연말 거리모금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일요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캐롤톤 H마트 앞에 봉사자 9명이
모였습니다. 3명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봉사
자들이 함께 모금 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모두 우리의 아이입니다’라는 마음가짐
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
기도 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고 마음 내어주
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
구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6

시애틀, 김장 김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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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에서는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지부 앞 마당에서 연
말 거리 모금 캠페인을 대신하여 김장 김치를 만들어 JTS 기
부금을 마련했습니다. 서른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
습니다. 시애틀지부의 김치는 그 이름만으로도 명성을 크게
얻고 있어 매년 맛보고 싶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
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맛보고자 하는 분들은 각자의 형편
에 맞게 성의껏 기부해주셨습니다. 즐겁게 김치를 만들며 회
원들과의 정도 나누고 맛난 김치도 맛보고 모인 기부금은 좋
은 일에 쓰일 것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말 그대로 1석 3조
였습니다.

워싱턴, 빵 만들기
워싱턴 지부에서는 빵을 만
들었습니다. 12월 25일 11
시경 유주영 님 댁에 17명
회원이 모였습니다. 함께 빵
굽는 법도 배우고 빵을 나누
어 먹으며 JTS 모금을 했습
니다. 크로켓, 단팥빵, 부추
빵, 그리고 모닝 롤을 구웠습
니다. 함께 빵을 만들고, 맛
보고, 나누어 포장하며 모든
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빵 굽는 법을 배우러 오신 분들과 빵을 드시러 오신 분들 모두 모금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추
운 크리스마스날 따끈한 빵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배고픈 이들이 먹을 수
있고 아픈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제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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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펼쳐진
난민 캠프
로힝야 난민 지원 보고서

글쓴이 한국JTS _ 김순영, 최정연

긴급구호·로힝야난민

난민 발생 경과 보고
로힝야족은 미얀마 가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 방글라데시 로부터 강제 이주하게 되었
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인 이들은 불교국가인 미얀마 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갈등으로 지
속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로힝야 무장단체
ARSA(아리칸 로힝야 구원군)이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미얀마 군으로
부터 인종청소 수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대학살 이후 약
70만명이 방글라데시 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난민촌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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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글라데시 에 거주하던 난민을 합쳐 총 100만여 명이 거주 중이며, 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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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어린아이로 총 12개 캠프가 운영(기존 캠프 6개, 최근 6개의 임시 캠프)되고 있
습니다. 기존 캠프는 지난 1차 지원 방문 시 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방글라데

시 정부에서 질병을 우려하여 위생시설(화장실, 공동수도 펌프, 하수로 정비 등)을 집중
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펌프

“

긴급구호·로힝야난민

우기가 되면 천막이
물에 잠겨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 넘어오고 있는 난민들의 캠프에
는 천막 외 화장실, 식수 펌프 등 기본위생시설
과 하수시설이 미흡해서 천막촌 입구의 비교적
큰 도로까지 악취가 났습니다. 특히 나무를 벤
산에 천막을 쳐 생활하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산 위쪽 천막은 무너지고 아래쪽 천막은 물에
잠겨 진흙탕이 되면 수인성 질병(콜레라, 설사
등)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JTS 지원 현황 보고

29

쌀 15kg, 모기장 1개
(2017. 10. 24. 쿠투팔롱 캠프)
2차 : 2천가구( 약 1만 명)
쌀 15kg, 담요 1개
(2018. 1. 10. 텐깔리와 하김바라 캠프)
지원 물품 받아가는 여자아이

지원 물품을 실은 차량

Join Together Society

1차 : 700가구(약 3,500명)

긴급구호·로힝야난민

보고를 마치며
난민이 발생하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한 예로 연료가 없어 나무를 하러
5~6km 멀리 떨어진 곳을 걸어
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
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
었습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와 굳은 표정의 아이들

천막이 펼쳐진 캠프 저 끝을 넘어 다른 캠프촌으로 가면 또 그만큼의 천막들이 끝없

30

이 펼쳐져 있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JTS는 그
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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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탁드립니다.

“

난민이 발생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천막촌

틈새이야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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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스승의 날 공연을 위해
분장을 준비하는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
익살스런 이 아이들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국내소식

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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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길벗과 함께한 2017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캠페인

2017년 12월 1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길벗과 JTS가 함께한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이 진행되었습니다.
길벗은 연예인들과 방송, 연극, 영화, 문화 예술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봉사모임입니
다.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 즈음 길벗과 한국JTS는 지구촌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명동에서 함께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길벗 거리모금 캠페인은 기획부터 사전교육 진행, 당일 무대 세팅, 행사 진행, 모금,
정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JTS서포터즈들은 한 팀을 이루
어 거리 곳곳을 누비며 모금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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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명동에서 함께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거리모금 캠페인에는 노희경 작가님과 JTS홍보대사 한지민 씨를 비롯하여 배
우 이희준, 백승도, 한정현, 이재우, 백은경, 고보결, 차종호 씨가 참석해주셨고, 모델
이혜정, 한현민, 장동건, 이경훈, 윤태양, 송호준, 안재형, 김재운, 정훈, 정우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인 김병조 씨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부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매력적
인 목소리의 소유자 보컬리스트 난아진 씨와 JTBC 팬텀싱어에서 인기를 끈 성악가 이동
신, 금관 앙상블 금가루의 멋진 무대로 더욱 빛났습니다.

Join Together Society

“

한국JTS는 지구촌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이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오랫동안 연말에 캠페인을 진행해온 길벗 관계자는 그동안
캠페인 중에 두 번째로 추운 날씨인 것 같다며 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였
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까지 휑하니 행사와 무대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더 춥
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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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캠페인 전 무대 공연의 리허설이 시작되자 따뜻하고 감미로운 노래와 연주
등의 공연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금세 거리에 후끈한 열기가 전해졌
습니다. 그렇게 찰떡궁합 호흡을 자랑하는 김병조, 김형주 부자의 시원스러운 진행으로
시작된 거리모금 캠페인. 무대에 한줄로 나란히 줄지어 선 참가 연예인분들이 눈빛이 결
의에 찬 듯 반짝였습니다.
몇 번의 캠페인에 걸쳐 함께 참석한 배우 이희준, 모델 이혜정 부부는 함께 거리를
누비며 금실 좋은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한지민씨는 캠페인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후까
지 모금 하느라 나타나지 않자 김병조씨가 무대에서 한지민 씨를 애타게 부르는 해프닝
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이번 캠페인에는 특별히 후원부스에서 정기후원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후원자
분들이 단발적 모금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알리자는 취지
에 마련된 부스였습니다. 무대 옆에서 배우 한정현씨의 사회로 김병조, 김형주 부자와
더불어 이원 중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는 즐거움 또한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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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모금 캠페인은 길벗 60명, JTS서포터즈 50명 등 1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을 기아와 질병, 문맹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고자 하는 간절
한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큰 금액이 모금되자 마
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날 모금된 돈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갈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시아의 아이
들의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영양부족과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모자 보건, 건강증
진 사업에 고루 지원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신 길벗과 JTS의 자원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거리모금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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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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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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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캠페인하는 구미중 학생들

행복! 나로부터
학생들에게로, 세계로
작은 씨앗, 큰 숲을 꿈꾸다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에 살기를 희망하는 중학교 도덕 교사입니다.
단순히 교과서로 배우는 도덕, 시험으로만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 행복해지는 도덕교육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JTS 거리모금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이
런 경험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이 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2015년 나의 제안에 선뜻 손을 잡은 네 명의 구미중 학생들과 JTS 거리모금 및 캠
페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활동인데 몇 번 해보고 그만둘 줄 알
았던 녀석들이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날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기특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구미중에 JTS활동의 작은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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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해요

선생님! 동아리 만들어 볼래요
2016년이 되면서 1기 네 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JTS 동
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모금활동도 해보고 싶고, 다른 활동들
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더니, 며칠 만
에 척척 잘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고 사회 시나리오를 써 온 경빈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내 홍보를 맡아준 근형이, 지난 1년간 우리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
해 준 태민이, JTS소개 PPT를 통해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설명을 진행해 준 오찬이. 4명
이 마치 40명이나 되는 냥 일사천리로 진행한 신규 회원 모집 설명회! 설명회를 통해 2기
회원 10명이 추가모집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미중에 14명의 회원을 가진 공식 동아
리 ‘구미중JTS’가 탄생하였습니다. 정식동아리를 구성한 후 2016년 한 해 동안 거리모금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매월 2, 4주 토요일이면 구미시내 문화의 거리는 JTS 거리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동아리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던 시민과 상인들의
시선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부러 가게 밖으로 나와서 모금에 동참해 주시
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며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Join Together Society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독서토론모임 시작
2017년 1기 멤버들이 졸업하여 고등학생이 되고, 2기가 중심이 되어 후배를 모집하
였습니다. 설명회에 너무 많은 학생이 참여해서 3차 면접까지 하였고, 최종적으로 8명
의 신규 회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졸업한 선배들도 꾸준히 거리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여
22명의 제법 큰 동아리로 성장하였습니다. 거리모금 물품준비부터 설치, 정리까지 학생
들 스스로 알아서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었고, 모금 활동을
할 때도 선배들이 후배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모금 구호 및 방법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이제는 ‘구미중JTS’가 아닌 ‘구미청소년JTS’로 동아리 명칭도 변경하였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여물어 가던 중, 봉사활동을 단순히 제3세계 빈민·기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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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리모금 캠페인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의미를 좀 더 넓히기 위해 독서토론모임을 제
안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교장·교감선생님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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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독서토론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왜, 세계
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를 선정하였고, 1기 2명이 발제를 맡아서 해주었습
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계 빈곤문제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선과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시각도 더욱 여물어져
갔습니다.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훨씬 큰 고통을 겪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잘못된 사회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 생각의 변화로부터 행동의 변화로, 그리고 내가 몸담은 사
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냈으면 하는 소망을 하고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JTS거
리모금캠페인에 나설 것이다.”

“

봉사활동을 단순히 제3세계 빈민·기아 돕기
거리모금 캠페인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의미를 좀 더
넓히기 위해 독서토론모임을 제안했습니다.

- 2기 구미중 김두현 -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기아 문제에 충격
을 받았다. 나는 왜 지금껏 지구촌의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에 ‘왜?’라는 의
문을 가져보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아가 단순한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
적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3세계 기아·빈
민 돕기 거리모금 캠페인을 통해 그저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에 빠져 있었지 기아의 실
태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했던가? 이런 원조 활동만으로는 근본
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한 활동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지기
도 했다. 하지만, ‘어떤 대가도 한 아이의 생명에 비교할 수는 없다. 단 한 명의 아이라
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구조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원조 활동도 꾸준히 해나가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 거리모금을 나가는 마음이 새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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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청소년JTS 경북청소년봉사대회 최우수상 수상
동아리 활동이 3년 정도 지속
되다보니 아이들의 활동 내용도
꽤 쌓였습니다. 3년 동안 매월 2
번씩 정기적으로 참여한 거리모
금 캠페인, 제3세계 기아 돕기 벼
룩장터, 독서토론모임 활동 등 3
년이란 시간 동안 꾸준히 참여해
준 아이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
러던 중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
다. 혹여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써 보겠냐는 제안을 했더
니, 고등학생이 된 1기와 중학교 3학년인 2기 친구들이 반색하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동아리 부문 최우수상, 동아리 지
도자 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1기 강경빈)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봉
사 활동 시간을 달라는 요구 한번 없이 3년간 꾸준히 활동한 아이들, 상을 위한 봉사 활
동이 아니었겠지만, 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Join Together Society

- 1기 구미고 김근형 -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구미중JTS 학교축제를 빛내다
거리모금 캠페인은 주로 교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아리 부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11월 학교 축제에
동아리 부스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께 의논을 드
렸더니 좋은 일이라며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역
할을 나눠서 홍보전단 제작 및 활동사진 준비까지 척척 진행했습니다. 홍보담당 두현이
는 “기부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새긴 멋진 홍보물을 전교에 게시
했습니다. 축제 전날에는 모두 모여 그동안의 활동사진을 출력하고 붙이면서 추억에 잠
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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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당일 우리는 먹거리 장터 옆으로 위치 선점! 아이들이 먹거리 장터로 구름떼처
럼 몰려들었고, 어김없이 JTS동아리 부스도 함께 들러주었습니다. 특히 많은 아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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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활동사진에 관심을 보였고, 가입 문의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아
리 부스 운영이 끝난 후에 가진 나누기 시간에는 아는 친구들 앞이라서 부끄러울 줄 알

“

았는데 훨씬 재밌고 뿌듯했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축제 당일 우리는 먹거리 장터 옆으로 위치 선점!
아이들이 먹거리 장터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어김없이 JTS동아리 부스도 함께 들러주었습니다.

축제 준비 척척 진행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

JTS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하나되다

축제 동아리 부스 운영 결과

3년 전 구미중학교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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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큰 숲을
꿈꾸고 있습니다.

활동사진 공개

작은 씨앗! 큰 숲을 꿈꾸다
2017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어느새 2018년 계획을 내어놓습니다. 구미중
JTS처럼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JTS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JTS동아리를 만들어 다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해 나가
자는 것입니다. 3년 전 구미중학교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는 큰 숲을 꿈꾸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 볼 참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숲을 가꾸는 걸 잘
지켜봐 줄 참입니다.

언제부턴가 말하지 않아도 구호를 외치기 전 내가 먼저 모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다. 남
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나를 위한 활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배불리 먹
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알았다. 이기심으
로 가득 찬 내게 존중, 배려, 이타심, 감사를 가르쳐준 건 JTS 봉사 활동이었다.
- 2기 김성훈 -

Join Together Society

나무가 되는가 싶었는데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중학교 도덕 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라는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행복이
나 봉사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침 도덕 선생님의 권유로 JTS거리모금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더 단단해지
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나 혼자 잘되는 것보다는 함께 잘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친구들에게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가르쳐주는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눠줬는데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느낌, 행복이
란 이런 게 아닐까? 시작하길 참 잘했다.
- 1기 구미고 강경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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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터소식·전국 거리모금

서울&제주 지역 거리모금 캠페인
지구의 이상기온이 실감 나는 겨
울입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JTS 송년 거리모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행복 ‘맛’
보실래요? 여러분의 정성이 굶주
리는 아이들의 빵이 되고, 학교가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인도
및 제 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거
리모금캠페인이 전국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12월 16일 서울은평지
부를 시작으로 12월 30일 제주지
부까지 각 지부별로 진행되었습니
다. 천원의 소중함, 모금에 대한 고마움, 활동가들에 대한 든든함, 이런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마음과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잘 쓰일 수 있어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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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지역 거리모금 캠페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거리엔 JTS 송년 캠페인이 있습니다. 12월에는 인천경기 서부 각
지역의 17개 JTS 지부에서 23회 거리모금을 진행하였는데, 총 305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여,
5,767,950원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특히, 검암 JTS 지부는 12월 30일(토)에 첫 모금을 진행했습
니다. 첫 거리모금인데도 많은 분이 참가해서 즐겁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끝나서 연말을 보람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막이 빛나는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며 아마도 겨울이 따듯한 건 JTS
송년 거리모금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인천경기 JTS 활동가님들, 모두모두
평안하시고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내활동터소식·전국 거리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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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중학교
제주 한라중학교는 2017년 5월 5일 신상공원에서 JTS 세계시민 동아리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
로 12월 17일 제주시청에서 2017년 활동의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참여해보는 거
리 캠페인 활동이라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나가시는 분들께 선뜻 말 걸기도, 입 밖에서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표정과 응원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신감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 없는 세상, 문맹 없는 세상을 위하여 조금이라
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활동터소식·안산다문화센터

사랑의 쌀 나눔
2017년 12월 23일 다문화센터
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
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총 18가구에 각각 쌀 20kg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문화 안전
경찰센터의 경찰관님들과 태국
인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해주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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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다문화센터와 JTS 자원 봉사자 교류의 날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JTS자원 봉사자들과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안산 다
문화센터에서 모였습니다. 부모가 일터에 나가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했던 아동들과 함께 케
이크 만들기, 마시멜로 게임, 색칠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음에 서먹했던
아이들이지만 함게 어울리며 어느 덧 마음을 열고 모두 함박 웃음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국내활동터소식·안산다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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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다문화인 빵과 새옷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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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다문화인들이 손수 만든 복숭아 모양의 빵과 새 옷을 기증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재활용 의류
를 구매하시고 후원금도 주셨습니다.

다문화센터 나비장터
12월 17일 나비장터가 열렸습니다. 바지 천원, 스웨터 2천 원, 코트류 3천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
되는 의류와 기증받은 공산품과 생활용품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청바지는 치수가 없어 판
매를 못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왔다는 청년에게 동티모르 인사말을 물으니 얼
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은 인도, 네팔, 필리핀등 어린이들에게 공
책과 연필과 책가방을 사줄 수도 있고 식량도 사줄 수 있습니다.

국내활동터소식·안산다문화센터

태국 새해법회 & 행진

팟빵 후원금
팟캐스트의 법륜스님 즉문즉설
통해 872,067원을 후원 받았습
니다. 후원에 동참한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 좋
은 곳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인도
필리핀

(* 신규 파견 활동가)

보광, 쁘리앙카, 이미경, 신예슬, 정동표, 김윤미, 김민정, 이정미

안병주, 김상훈, 박시현, *조혜림, 서은실, 허유진, 박은혜, 한혜련, 김형준

Join Together Society

1월 3일 태국 사원의 법회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께서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새해맞이 법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며 물품과 특별후원금 3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법회후 행진도 하였
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윤연숙 선생
님과 태국을 좋아하는 정대식 님께서 행
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안산 다문화센터
에서만 볼 수 있는 새해 문화체험입니다. 이곳에 올때마다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다 보니
다음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까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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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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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둥지회가 새로운 '둥지'를 만나
IMF 때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자, 학교 선생님들이 급식비 못 내는 아
이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급식비를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면서 실제로는 잘 살면서 기부금을 받아가
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래도 급식비로 출발했으니 못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
각하던 중에 JTS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JTS도 오랫동안 배고픈 아이들에게 '둥지'가 되
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새둥지회는 그동안 모금한 것을 모두 JTS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새둥지회의 활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JTS의 송년 거리모금 캠
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거제 롯데시네마앞에 새둥지회 회원
과 JTS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 염려하는 마음이었지만 오
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분위기에 외국인까지 동참을 해 주었습
니다. 새둥지회 회원, JTS회원, 그 가족분들과 함께 송년거리모금으로 뜻깊고 행복한 시
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둥지회가 그동안 모금한 11,387,673원과 거리모금으로 모금한
283,470원을 더해 11,671,143원을 기부했습니다. 조선업계가 불황인데도 참여해주신
거제 시민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눔회원소식

일시후원금

(2017. 11. 01. ~ 2017. 12. 31.)

북 한
고나현 곽진호 권오현 김경미 김경희 김미자 김민영 김민호 김선호 김성운 김소영 김수현 김순애 김승희 김영숙 김용숙 김유진
김인효 김재익 김진환 나경주 박경옥 박시경 박완임 박정국 백경화 북한 삼동스꼴레 서광명 서태현 소민경 수정행복학교 신재영
신종섭 신현락 이요한 이은경 이진일 이호식 장병규 전혜준 정민호 조수미 표세영 한성욱 한진이 허진혁 황성희
인 도
김경란 김경희 김미자 김민영 김민호 김성운 김소영 김승희 김유진 김진환 나경주 류용구 박경옥 박시경 백경화 삼동스꼴레
서광명 소민경 소진호 신재영 신종섭 신종섭 안봉희 안영민 이진일 이진일 이창숙 인도 장병규 장병규 전형석 정민호 정소희
정윤점 조영옥 채현주 표세영
필리핀
김경희 김도환 김미자 김민영 김성운 김소영 김승희 김진환 나경주 박게숙 박경옥 백경화 서광명 소민경 소진호 신재영 신종섭
안순희 이진일 장병규 정민호 표세영 함보현 혜승초4-4

6429 (재)꿈나무가꾸 (주)사람 031-백명주 25740972송 25740972송정 감사합니다홍단희 강동훈1470 강명옥 강미란
강민경 강병주 강상임 강서법당이은주 강성희 강인숙 강재연 강준숙 강준숙 고경민 고명희 고승범 고준석 공서우 공윤경 곽진호
곽창호 구진숙6280 구진일 권건우 권건우 권경민 권경영 권점숙 권진 금삼승민승필 기부금 기정임 기흥김미정 길벗 무기명보시
김경만 김경원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광선 김광혜보시 김기진 김기출 영주돼지 김기태 김기호 김남희 김대광 김동
김득채 김매양 김매양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민경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2910 김민지 김민호 김민호2
김봉생 김상진 김서경 김서영 김서원 김선주 김성욱 김성운 김성은8607 북한 김성자 김소영 김수윤 김수윤 김순애 김승민 김승민
감사합니다 김승희 김언국 김연옥 김영임 김영임 김영주9792 김영진 김옥자6120 김우섭 김욱한 김원재 김유진 김윤환 김은수
김은숙 김이숙 김인식 김인영 김정권 김정미 김정원 김정희 김종욱 김종임1581안산 김주영 김주철 김지숙 김지숙 김지현 김지훈
김진경 김진욱 김진환 김춘희 김태균 김태길 김현성 김현주 김혜숙 김혜영 김홍주 김화영 김희순7629 깨장1758차김애영
나무대비관세음 나연우 남경현 남희장7398 노상백 노신섭 노하진 눈비산마을 달리크리에이티브 대한불교조계종운주선원 류수진
목수현 목인방(김홍임) 목포산정초등학교 무기명 문경희 문덕권 문서준 문이전 문창수 문혜정 박경옥 박계만 박규흠 박금희
박동수 박동주 박미라 박민회 박봉남 박상은 박상준 박상철 박선희 박세혁박강로 박순양 박시경 박영기 박예진 박완임 박윤정
박은숙 박은우 박은희 박정자 박정진 박주하 박중현 박중현 박진영 박진옥 박찬영 박철호 박청 박현진 박화자 박희숙 박희준
반미정 방신운 방현희 배동규6047 배소민1584 배정기 배정기 배정훈1584 백경아 백경옥 백경화 법륜스님후원 변동해
보리수동산 부산부부선재회 북한 사공창한 사단법인한국제이티에스 서광명 서말선 서숙이 서영희 서전기업(주) 서종예 서치경/
임두성 석영한 성윤희 성일조 성지인 소민경 소진호 손동준 손선미 손연우 손연우 손영빈 손종옥-수자타 손진걸 송경아 송명복
송명복 송문영 송선진 송정숙 송종수 송종수 송종수 송지은 신동근 신동욱 신민석 신보순 신비로운 여인 신은영 신재영 신재은
신종섭 신해성 심기옥 심재진 안동법당 안두진 안병석 안병주 안병주jts 안산다문화센터 안산다문화센터 안산다문화센터
안산황정연2439 안서은 안소진 안영미 안재만 안종문 양길화2935 양윤건 양인영 여기자용인 예종수3589 오금실 오미옥
오선혜 오윤경 오태섭 와우테크 용인남산순례교통잔금 우성구 운문사 울산더발레아카데미 원정희 원철웅 원철웅 유 여여성
유경호 유남이 유병화 유승열 유정훈 유현초양은수 육영수 윤경미 윤경옥 윤귀영 윤미소 윤병은(9488) 윤병은9488 윤순애
윤영민 윤운자 윤지수 윤지연 윤태민 윤태훈 이경녀 이경란 이계선 이광숙 이귀숙 이명주5388 이미숙 이미향 이석원 이성봉
5603 이소윤 이숙 이승용 이승주 이연우 이영국 이영화 이옥남 이완규 이요한 이웃사촌봉사단 이원성 이유진 이은경 이은하
이은희 이은희 이재만 이재성 이정선신주쿠 이정순 이정여 이정옥 이정화 이제손 이주경 이주형 이준희 이진희 이채연 이하늘
이하윤 이향림 이헤선 이형원5434 이혜준 인도 일깨153차 임병순 임성애 임유진 임종덕 임진선 임희정 자이온힐링맘스
장병규 장병규 장성우 장세영 장순석 장원숙 장현련 장현주 전우배 전체사업 전혜진 정경아 정교필 정근년 정백기 정백기 정소라
정소영 정영숙 정월양 정은증 정인규 정인화 정지헌 정필숙 정현옥 제이슨 조갑순왕생극락 조난이 우갑준 조남은 조미영 조수민
조아연 조영미 조영자 조영환 조인숙 조정 주식회사 세상에서 지금주 진귀화 진인정4895 차지은 차춘자 천형준 최경자 최경희
최동녘 최동흔 최문경 최민영 최벼학6594 최순임 최영성 최은정 최정윤 최준현 최현미 최희경 추점희 표세영 플러스4인방
필리핀 하서영 한끼식사가되어주길 한송운 한승희 한신규 한종호 한지민 한지민씨팬 한진이 한현옥 한혜숙 함재윤6012
해방촌부엌 행강 행사후원금 허영미 허정행 허진혁 현재옥 홍용기 홍은정 홍지우 홍현호 황말옥 황소영 황영애 황윤선6222
황인철 황헌천 후원금 JINXUANMEI jinxuehua JTS jts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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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TS 후원금

(2017. 11. 01. ~ 2017. 12. 31.)

11월
김명신 김미경 김재명 김지현 김효경 노유경 뉴욕법당 댈러스 법회 무기명 박경배 박승용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시애틀법당
워싱턴 법당 유수영 유승묵 이동근 이동영 이두라 이주희 이지민 이혁 임선희 정연희 정은희 정형원 조미자 주상휴 최경숙
최수영 하주홍 Amazon Smile, Catherine Cho, Hyang Chu, Irene Shim, Katie Lee, Keith Conner, Kyu H. Han
Lauren Carre, Linda H. Davies, Michael W. Yang, Stephanie Lee

12월
김라일 김루나 김미경 김재명 김지현 김학노 김학노 김현열 김효경 노유경 댈러스12월 캠페인 무기명 박경배 박근애 박승용
박현수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시애틀법당 시애틀법당12월캠페인 오명석/윤시내 오정임 워싱턴법당12월캠페인 유수영
유승묵 윤광미 이동근 이동영 이두라 이상섭 이선영 이신덕 이재철 이주희 이철언 이혁 임국희 임선희 장동현 정규철 주상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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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휴 최영태 하주홍 하주홍 하주홍 Bokhee H. Rubens, Catherine Cho, Gina Park Ryu, Hyang Chu,
In Kyoung Macen, Irene Shim, Jennie Sook Jung, Katie Lee, Keith Conner, Kyung J. Kim, Lauren Carre,

2018 JAN•FEB

Linda H. Davies, Linda H. Davies, Maryann M. Kim, Michael W. Yang, Mira Shin, Stephanie Lee, SY Systems,
Union Square Cleaner

나눔회원소식

나눔저금통 현황

(2017. 11. 0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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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무기명 1개

사천

무기명 2개

김포

무기명 2개

사하

무기명 16개

강릉

박봉남 안병준
무기명 1개

남양주 박명희 12개

서면

무기명 31개

내서

무기명 14개

강서

이은주 2개
무기명 3개

노원

무기명 46개

서산 무기명 3개
		
서초 무기명 14개

강화

무기명13개

대구

거창

무기명 6개

검암

무기명 1개

박은실 2개 서귀두 석소영2개
송덕준 안선영 윤경화 이정애
장현숙 정유자 황순남 방정희
무기명 12개
상가 각산동대백마트
동호동장보고식자재마트
반야월포인트마트
상동나이스마트
수성파머스마켓
지산동나이스마트
지산동데레사소비센타3개
지산동포인트마트2개

경기광주 무기명 1개
경산

무기명 3개

경주

곽복임 권애선 김복자 김선영
박은영 최재희
무기명 1개
대연

고성

성동

무기명 1개

성북

무기명 2개

성서

김도혁 김상남 김영아 2개 김용수
노미옥 서은희 윤소율
무기명 3개

세종

무기명 9개

송도

무기명 3개

송파

무기명 1개

수원

무기명 1개

양산

무기명 3개

양천

무기명 17개

양평

류명숙 정영수
무기명 1개

영주

김기출 김우출 이병욱 전춘우
무기명 1개

영천

김상교 임창규
무기명 3개

무기명 4개

박미정 이계선 이광희

구리

무기명 5개		

대전 무기명 13개
		
덕양 무기명 3개
			
동래 권가윤 김수자 김영금 박성호
배정은 손창우 안경희 유은선
이나금 이미자2개 이원식 전양수
황금희2개
무기명 9개

구미

무기명 4개

동인천 무기명 5개

군산

김정미 이경화

마산

무기명 9개

군포

무기명 6개

마포

무기명 1개

왜관

장경미

금정

무기명 14개

부사

무기명 9개

운정

무기명 6개

기흥

무기명 2개

부천

무기명 3개

		

공주

무기명 3개

광주

공경자 김동열 김문희 김선주
김인숙 김현숙 김혜은 서윤금
서형숭 임채남 조성헌
무기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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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관악 광진 김해 남산 권선 동작 부평
분당 목포 밀양 반여 시흥 영통 전주 진해
창원 태전 통영 파주 포천 포항덕산

나눔회원소식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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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세훈 김천호 손득례
정월향
무기명 1개
상가 GS편의점2개

원주

무기명 3개

은평

무기명 8개

의창

무기명 4개

일산

무기명 10개

제천

무기명 6개

진주

무기명 28개

청주

김현중 배정숙 홍정숙

하남

무기명 6개

해운대 무기명 16개

2018 JAN•FEB

화명

신영란 윤미리 조미현

화봉

강승민 박환수 박희정 성정희
오미경 유정란 최영숙 한영숙
무기명 4개

흥덕

무기명14개

기타지역
고명희 강재연 김원재 김은수3개
돼지저금통 박선희 아름다운학교 양인영
이경란 이주경 함재윤 현대오토에버울산

거리모금 현황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강동 171,500 강남 83,880
강릉 669,260 강북 189,440
강서 41,550 강화 294,400
거제694,510 거창 253,670
검암 219,980 경기광주 359,330
경산 565,520 경주 1,125,050
계룡 165,800 고성 136,150
관악 713,910 관평 315,100
광명 521,400 광양 32,400
광주 470,700 광진 331,000
구로 126,000 구리 276,050
구미 613,030 군포 357,070
권선173,050 금정 782,930
기흥 361,270 길벗 4,235,583
김천 406,350 김포 369,510
김해1,318,320 남산 316,000
남양주 253,480 내서 381,150
노원 888,760 달성 131,150
당진117,800 대구 1,269,120
대연 476,800 대전 1,461,830
덕양 950,300 도봉 232,580
동대문 220,800 동래 2,135,880
동인천 217,760 동작 101,600
동해 150,000 마산 1,106,760
마포 134,500 명지 21,300
목포 384,110 문경 273,570
밀양 166,700 반여 116,150
방어 281,900 부사 131,270
부천 437,400 부평 330,290
분당 546,300 사천 483,330
사하1,088,930 상주 148,690
서대문 254,720 서면 215,430
서산 359,880 서천 171,000
서초1,658,940 서현 128,000
성동 240,930 성서 737,870

세종 277,750 송도 145,500
송파26,000 송현 782,030
수원 653,500 수정 572,390
순천 210,600 시흥 551,610
신서 75,000 아산 693,400
안동 505,480 안산 1,377,220
안성 75,410 안양 813,430
양산548,740 양천 114,460
양평 116,500 언양 104,110
여수 117,300 영도 101,720
영등포121,700 영주 664,910
영천 249,200 영통 350,900
오산 90,710 오창 78,000
옥교606,120 왜관 91,100
용인 614,475 운정 263,020
울산 992,360 원주 188,990
은평 147,950 음성 103,200
의정부 264,830 의창 426,270
이천 194,570 익산 68,120
인천370,440 일산 449,760
장유 286,570 전주 183,000
정관 126,100 정읍 265,610
제주512,970 종로 80,000
중랑 160,820 중리 92,000
진주 1,172,570 진해 388,010
창원1,277,450 처인 949,860
천안 156,100 청도 225,580
청주 572,760 춘천 62,800
충주358,000 태전 927,650
통영 236,780 파주 424,000
평택 423,340 포천 224,250
포항덕산 779,740
포항양덕 575,470 하남 190,580
함안 477,130 해운대 674,440
홍성 355,940 화명 689,870
화봉 335,520 흥덕 333,930
기타거리모금5건 481,720

나눔회원소식

2017년 9월~12월 거리모금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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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2월 저금통 모금 변동추이

JTS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자원봉사활동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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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봉사와 함께 하세요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http://www.jts.or.kr

기부금 사용처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JTS 후원 문의 : 02)587-8995

JTS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나눔회원활동

JTS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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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