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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래로
2020년 6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
난 3월 중순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를 내렸습니
다. 학교, 영화관 등 집단 시설의 긴급 폐쇄 조치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학교를 닫은 지 1주일 만에 인
도는 전체 사회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학교는 적막감만
맴돕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다시 텅빈 수돗가에 가
득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01 여는 사진
02 인도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둥게스와리의 코로나 긴급구호 프로젝트
07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갑니다
12 국내 함께하는 사람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니다
17 캠페인
따뜻한 봄, 아이들을 다시 건강한 일상 속으로
21 활동터 소식
28 나눔의 문화, 우리가 만들래요
신규 정기회원/ 일시후원/ 미국JTS 신규후원
거리모금/ 나눔저금통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펴낸날 2020. 6. 25 펴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펴냄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조혜림, 김기연, 임양호, 권지연, 류문희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 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Facebook www.facebook.com/jtskorea

홈페이지 바로가기

1
Join Together Society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지쳐가는 의료진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되는 어르신들,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가난한 나라들
누군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JTS는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만나보세요.

인도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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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게스와리의
코로나19 긴급구호 프로젝트
만푸르 로터리클럽과 인도JTS가 함께 한 구호사업

인도JTS는 ‘만푸르 로터리클럽’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대비한 긴급구호 프로젝트를 둥게스
와리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인도 전체의 첫 번째 봉쇄령에 이어 두 번째 봉쇄령이
시작되던 4월 17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인도JTS의 활동가와 만푸르 로터리클럽 멤버 약 30명
은 경찰의 지도하에 극빈자 100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였고, 다음날 각 마을의 유치원 교사, 이
장 등 약 30여 명이 추가로 힘을 보태 전 주민 약 12,000명에게 비누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글쓴이 인도JTS _ 김윤미

[ 인도·나마스떼, 둥게스와리 ]

인도인 스태프들은 폭력 사태를 염려하여
한국인 활동가들이 외부로 나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시장에서 장을 봐주거나 자신들의 밭에서 난 작물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차 심해지던 3월 중순, 인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관한
긴급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 학원, 영화관 등 집단 시설의 긴급 폐쇄가 발표
다음 날부터 즉각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13.5억 명의 인도 인구 중 코로나
확진 환자가 84명,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인도JTS의 각 부서는 업무를 계속
진행했지만, 학교를 닫은 지 1주일 후, 인도 정부는 사회 전체에 대한 봉쇄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JTS도 모든 부서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때였는데, 봉쇄령 발표 직전 시장에 나갔다가 중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우리를 흘
겨보고 손가락질하며 ‘코로나! 코로나!’ 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크게 당
황했습니다. 그들의 적개심 가득한 큰 눈을 보면 금방이라도 구타를 당할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인도인 스태프들은 폭력 사태를 염려하여 한국인 활
동가들이 외부로 나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시장에서 장을 봐주거나 자신들
의 밭에서 난 작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레 한국인은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시행된 강력한 봉쇄령으로 상점, 버스, 기차까지 모든 것
이 멈추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잠시 장을 볼 수 있었고 한 사람당 하나의 교통
수단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둥게스와리 마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이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인도인 스태프들이 전하는 마을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채소 값과 쌀, 밀가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힘들
어요. 특히 노동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은 일할 수 없어 더 어려워요.’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겠다고 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받았
다는 사람이 없어요.’
‘델리에 일하러 갔다가 걸어서 돌아온 사람을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싸
움이 나서 사람이 죽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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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과 한국은 확진자의 숫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며 많은 비난을 받을

[ 인도·나마스떼, 둥게스와리 ]

들려오는 소식들에 안타까워할 뿐, 봉쇄령에 손발이 묶인 활동가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인도JTS와 친분이 있던 지역의 로
터리클럽(사회봉사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봉사 단체)에서 인공호흡기 등
의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인도
JTS가 운영하는 지바카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현지 주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여 마스크와 항균 비누를 요청했
습니다. 로터리클럽에서는 요청한 물품과 함께 100가구의 극빈자들을 위한 식량
제공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항균비누의 지
급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인도JTS와 로터리클럽은 빠르
게 손발을 맞춰 나갔습니다.

4
2020 APL-JUN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인도인 책임자들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나머지 활동가들은 물건들을 나누어 포장했습니다.

[ 인도·나마스떼, 둥게스와리 ]

며칠이 지나지 않아 로터리 클럽의 구호 물품(마스크와 향균비누, 쌀, 렌틸
콩, 겨자씨 오일, 소금)이 배달되었습니다. 물품이 도착하는 동시에 인도인 책
임자들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회의 끝에 마스크와 향균비누 각
12,000개는 5세 이상의 마을 주민 모두에게, 식량은 100가구의 극빈자들에게 각
각 20kg, 렌틸콩4kg, 겨자씨 오일1L, 소금한봉지씩 지급을 결정한 후 나머지
활동가들은 물건들을 나누어 포장했습니다. 현장에는 활기가 넘쳤고, 한쪽에 쌀
자루, 렌틸콩자루가 소포장 되어 나란히 쌓이는 모습에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극빈자들에게 식량 꾸러미를 전
달하기로 한 4월 17일, 봉쇄령이 진행
중인지라 로터리클럽 회원들은 십여

스태프들은 극빈자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혔습니다. 경찰들은 사회적 거리 두
기를 강조하며 장내의 질서를 유지했
습니다. 인도인 스태프들은 익숙한 동
작으로 수급자들의 머리에 쌀자루를
이어주고, 장바구니에 다른 식량을 넣
어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거동이 불편
한 사람들에게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
고 있는 가족들에게 식량을 배달해 주
기도 했습니다. 일사불란한 JTS 활동가들의 모습에 로터리클럽 회원들과 경찰들
도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새벽 6시, 인도인 스태프들은 마스크와 항균비누, 마을
의 가구별 인원이 기록된 리스트를 챙겨 15개 마을로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이
틀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을의 JTS 유치원 교사, 시간제 교사, 이장님
들이 모두 나와 도와준 덕분에 반나절 만에 분배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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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경찰들과 함께 왔습니다. 인도인

[ 인도·나마스떼, 둥게스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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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클럽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인도JTS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
를 표했습니다. 인도JTS는 로터리 클럽의 도움으로 둥게스와리 전체 주민 대상
에게 코로나19 긴급 키트(마스크와 항균비누)를 지급하고, 100가구의 극빈자들
에게는 구호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던 보람찬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인도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봉쇄령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도JTS는 코로나19에 관한 인도 정부의 조치와 명령을 주시하는 한
편, 둥게스와리 지역 주민의 고통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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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도 함께 극복해갑니다
필리핀JTS 코로나19 긴급 의료용품 지원

필리핀JTS는 2020년 4월 21일 필리핀 민다나오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 병원인 노던 민다나
오 메디컬 센터(Northern Mindanao Medical Center)에 1,150만원(50만 페소) 상당의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세트(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지원했습니다. 4월 21일 1차
로 전신 가운 400개, 고글 200개, 수술용 마스크 3,000개를 지원했고, 5월 6일 2차로 N95 마스
크 300개를 지원했습니다.
글쓴이 인도JTS _ 김가영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
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0년 4월 2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599명, 사망자 수는 437명에 이릅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42위(4월 25일 기준)로 확진자 수가 심각하게 많은 수준은 아
니지만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한국 과는 달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장갑, 의
료용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전신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
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의료품 품귀 현상으로 쓰레기봉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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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방호복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일주일씩 사용하고, 고글 대신 스키 고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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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은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으면 의
료진이 감염원으로 작용하거나 환자가 되는 등 의료붕괴마저 우려됩니다.

지원한 고글, 마스크, 전신 가운을 착용한 김형준 활동가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

필리핀도 다른 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일 필리핀에
서는 이미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중 17명이 숨졌고, 600명
이상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필리핀JTS 현지 이사 중의 한 분인 트렐(Trel)은 민

다나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 보호장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JTS가 긴급 의료지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용품 지원이 가
장 필요한 일이기에, 이 제안을 한국 본부와 신속히 협의하여 긴급 의료지원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의료물품을 준비했고 북부 민다나오 지역의 코로나 의심 환자
를 검진하고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지역거점병원인 노던 민다나오 메디컬 센
터(Northern Mindanao Medical Center)에 1, 2차에 걸쳐 전신 가운 400개,

필리핀JTS가 의료용품을 지원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보니 지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사회 격리 조치가 시행되어 시민들의 이동
과 모임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국에 신고 후 허가증을 받고, 도로 곳곳의 체크 포인트마다 여러 차례 신
분 검사, 체온 측정, 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장 어려
운 점은 개인 보호장비가 부족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필리
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렇게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
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코로

라몬 모레노 의사(DR. Ramon F.Moreno , Northern
Mindanao Medical Center의 책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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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5 마스크 300개, 고글 200개, 수술용 마스크 3,000개를 지원했습니다.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

나를 잘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북부 민다

나오 지역의 코로나19 의심 환
자가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치

10

트렐(Trel, 필리핀JTS 이사)

료를 받는 곳인데 이곳 의료진

2020 APL-JUN

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PPE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
역사회에 항상 헌신하는 JTS가 이 사실을 알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
었습니다. JTS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습니다.”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나
가면 지원 대상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
늘은 지원 물품을 나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경비 아저씨
도 기뻐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습
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

박시현(필리핀JTS 활동가)

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항상 헌신하는 JTS가
이 사실을 알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JTS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습니다.

[ 필리핀·살라맛, 민다나오 ]

병원 입구에는 지역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음식과 손 소독제를 놓고 가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위
기 속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마음이 느껴졌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필리핀
JTS도 민다나오 주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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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병원 앞에 두고 간 음식과 물품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인 도 보광, 쁘리앙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김민정, 이정미, 권미정, 백순자
필리핀 향훈, 김상훈, 김형준, 조욱성, 박시현, 김가영(신규)

국내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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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합니다
한국JTS 코로나19 지원 이야기

JTS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지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2
월 대구시의사회에 KF94 마스크 5,000개를 지원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는 조인성씨가 후원하
는 따뜻한 이불세트 356채를 취약계층 어린이와 어르신들께 지원했습니다. 4월 29일 서울시 종
로구에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 20분께 이불과 식품, 위생용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날
을 맞아 239명의 어린이에게 ‘코로나극복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글쓴이 한국JTS _ 국내사업팀

[ 국내소식·함께하는 사람들 ]

대구시 의료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지난 2월 방송에서는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고 특히

“현재 의료용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의사협회 회장님이 방송에 나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루라도 빨
리 대구 의료진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2월 27일 서울에서 JTS실무자가
어렵게 구한 마스크 5,000개를 싣고 대구로 갔고, JTS이사장(법륜스님)도 그 현
장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협회 김성우 사무처장님이 건물 앞에서 스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대구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의료인들조차 마스
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료인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요. KF94 의료용 마스크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마스크가 도착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서 병원에서 응급차를
타고 마스크를 받으러 왔습니다. 현장의 다급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Join Together Society

대구시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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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소식·함께하는 사람들 ]

포근한 잠자리를 선물합니다

2019년 겨울 방학 영양 꾸러미 전달 사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2020년 1월
중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조인성 씨가 JTS의 후원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이브자리’ 이불 세트의 후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활동가들은 JTS본부와 JTS안산다문화센터에 이불을 직접 가
지러 왔고, 그 외 지역은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
대면으로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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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S의 이사장인 법륜스님도 JTS창고가 소재한 인근 마을인 상활천, 하활천
경로당에 직접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위 2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20여개 마을 경로당에 이불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문을 연 곳이 두 곳뿐이
라 그 두 곳에만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
로도 참으로 큰 축복이구나 하면서 평소 물건에 욕심내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대상자분들과 저에게도 즐거움과 감사함을 선물해 주
신 조인성씨와 JTS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무거운 이불을 운반하는 어려운 활동이라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 국내소식·함께하는 사람들 ]

어버이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JTS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에 계신 취약계층 어르
신 스무 분께 이불과 식품, 위생용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소독용 젤과 마스크, 식사로 챙겨 드시기 편
한 죽, 국과 김, 단백질 섭취를 위한 두유, 간식으로 우리밀 케이크와 맛밤을 준
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 브로치와 손으로
쓴 카드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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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5명과 청년 자원봉사자 5명, JTS활동가 3명이
함께 어르신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종로구 창신동의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이불과 꾸러미 박스를 카트에 싣고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집들 대부분이 비좁고 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쓰레기를 비롯한 온
갖 물품들이 쌓여있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맘대로 못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카
드까지 써서 읽어주니 정말 고마워요.”

이옥숙 간호사는 준비해 간 카드를 또박또박 천천히 한 분씩 다 읽어드리고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습니다. 박스에 담긴 선물 하나하나를 꺼내 보시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 국내소식·함께하는 사람들 ]

잊지 못할 어린이날 선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
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남
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
호자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해
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TS는 특별히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국내 취약계층 어린이 지
원 사업의 일환인 ‘코로나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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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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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극복세트는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아이들의 기호
와 영양까지 고려해서 구성했습니다. 떡볶이, 견과류, 시리얼, 비타민 젤리 그리
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손 소독제도 넣었습니다.

“코로나19로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5월의 산타를 만난 기분입니다. 정
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식비 부담이 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찬 것 같아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마치 5월의 산타가 되어 방방곡곡에 코로나극복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되돌려 받은 마음이 저희가 드린 선물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JTS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페인
소중한 마음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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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아이들을 다시 건강한 일상 속으로
2020년 어린이날 온라인모금 캠페인

5월 한 달간 어린이날 온라인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모아 한국과 미국에서
총 2,987명의 후원자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다.
글쓴이 한국JTS _ 조혜림

[ 캠페인·소중한 마음을 모아 ]

매년 5월 어린이날이면 전국 160여 개 지역 2,000여 명의 JTS활동가들이 소
외당하고 굶주리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거리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문화 예
술계 종사자들의 봉사 모임 길벗도 홍보대사 한지민 씨를 포함해 170여 명이 함
께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을 길에서 직접
만나는 대신 온라인으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따뜻한 봄, 아이들을 다시 건강
한 일상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항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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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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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04.29~2020.05.31(33일간)
모금전용계좌 2,751명
175,419,786원
해피빈138명
1,136,700원
미국JTS 98명
13,254달러

캠페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3일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온
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웹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JTS를 사랑
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웹자보와 홍
보영상은 물론 후원금 10,000원의 여정과 JTS의 코로나19 지원 내용을 담은 카
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JTS채널인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
였고, 정토회 홈페이지와 모둠으로도 공지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특별
모금함도 개설했습니다. JTS채널 홍보도 함께 진행했는데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
북 좋아요가 80명씩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매년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캠페인에서 온라인모금캠페인으로 전환하여
기대반, 걱정반이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경기가 얼어붙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987명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한국보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98명이 동참하여 큰 감동을 받았
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후원자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
다.

[ 캠페인·소중한 마음을 모아 ]

JTS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웹자보와 홍보영상은 물론 후원금 10,000원의
여정과 JTS의 코로나19 지원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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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캠페인 후원금 사용 내역
내역

금액

국제불교참여연대(INEB) 지원
*동남아시아 자국NGO 지원

50,000,000원

필리핀 민다나오 코로나 거점병원 의료진용
개인 보호장비 세트(방호복, 고글, 수술용 마스크) 지원

약 10,000,000원

국내 취약계층 어린이 239명에게 코로나극복세트 지원

약 20,000,000원

국내 종로구 어르신 20분에게 식품 꾸러미 등 지원

약 1,800,000원
총 약 81,800,000원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원은 계속됩니다.

Join Together Society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사용

[ 캠페인·소중한 마음을 모아 ]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그 힘을 모으면 커다
란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거리에
서 반갑게 만나 뵙기 바랍니다. 후원자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 후원금 명세조회 안내(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JTS 홈페이지 로그인＞
후원자 정보 확인 또는 회원팀(02-587-899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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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터소식·인도 ]

유치원
학교

뚝딱뚝딱,
유치원은 보수 공사 중
유치원 아이들이 코로나19로 등원
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치원에서는
보수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후하고 손상된 시설물들을 기술자
들이 수리하는 시설 공사입니다. 라
훌나가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거친 장난으로 고장 난 창문이 수
리되었고, 유치원 내부 바닥이 움푹
니다. 턱이 높아 아이들이 떨어져 다칠 수 있는 소라즈비가 유치원에는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까나
홀 유치원에는 건조식품 창고와 물탱크 저장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천장 공사가 필요한 곳, 현판
을 새로 칠해야 하는 곳, 의자와 칠판 등의 집기 수리가 필요한 곳, 강한 비바람에 건물이 일부 손상된
곳 등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매주 월요일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튀
밥과 볶은 콩을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으로 한
달 넘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
한 이곳에서 음식을 창고 안에만 둘 수 없어 학교
가까이 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나눠
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는 게 어색한지 반쯤 열린 교
문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모두 학교에 온다고 교복도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온 자루를 예쁘게 접어서 하나씩 들고 스태프의 안
내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섰습니다. 한 자루씩 받아 가는 아이들은 신이 났고, 음식을 나눠주는 상급생
들의 표정도 덩달아 즐거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뒷모습이 가볍습니다. 두 마을 아이
들에게 나눠주고도 아직 몇 포대가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나머지 열세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Join Together Society

파여 물이 고이는 바가히 유치원과 가왈비가 유치원에는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는 미장 공사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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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개발

흙집에 사는
극빈층을 돕는 방법은?
22

인도JTS에서 극빈자 구호가 있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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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쌀과 달(렌틸콩), 기름을 지원합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가누는 할아버지께서는 현지
인 스태프에게 자꾸 집에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현지인 스태프 파완지가 지원 물품인 쌀을 어깨에 메고 같이 갔습니다. 흙으로 된 바닥은 아침에 쏟아
진 비로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집은 천장에 뚫린 큼직한 구멍이 유일한 조명이
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활동가들의 머릿속에
는 할아버지의 허름한 초가집과 지붕 개선 지원 사업이 맴돌았습니다.

인도JTS에서는 3월 20일 수자타아카데미의 까나홀 분교에

핸드펌프,
행복으로 점프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까나홀 분교는 수자타아카데미(본
교) 앞에 위치한 전정각산 너머의 마을에 있습니다. 까나홀
분교에서는 159명의 초등학생과 105명의 유치원생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까나홀 분교에서는 JTS에서 설치한 핸드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지만, 물의 양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학교 화장실
에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펌프로 길어 올린 물을 화장실까
지 직접 손으로 날라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지층에 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질구조가
관정 굴착에 적합하지 않아 지하수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JTS 활동가들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53m
까지 굴착을 진행한 결과 충분한 양의 지하수층을 만날 수 있
었습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끌어 올려진 지하수는 아이들을
위한 식수로 사용되며, 파이프를 통해 운반된 물은 화장실 상
수 탱크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45도를 넘나드는 여름이 오
기 전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 활동터소식·인도 ]

병원

화상으로 짓무른 다리,
지바카의 방문 치료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아
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집 안에는 허리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방과 돼지우리가 있
습니다. 질그릇에 피운 불이 화재의 원인이 되어,
할머니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가 무서워 큰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동네 의
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았지만 제때 제대로 된 치
료를 받지 못해 상처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그 위에 특수 거즈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
습니다. 침대 위에 노끈으로 링거를 매달고 여러 가지 주사를 섞어 주었습니다.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
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료로 치료를 해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산부가 튼튼해야
아이도 튼튼합니다
임산부 지원은 둥게스와리 내 저체중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임산부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임산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바카 병원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쿠폰이 지급되
고 콩, 오일, 칼슘제, 철분제, 세제, 비누가 각각
임신 개월 수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하면 그다음 달부터 1년에 총 4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까지는 곡물과 칼슘, 6개월까지는 곡물과 철분제가, 9개월까지는 달(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곡물), 오일, 비누, 세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일주일 안에 달
과 칼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에 한 달까지는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3명의 임산부에게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전 정부에서 주는 지원정책이나 임산부에
게 필요한 영양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혈압이나 빈혈 체크도 함께 합니다.
JTS가 지원하는 영양식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랍니다.

Join Together Society

벽돌 공장으로 일하러 가느라 할머니를 지바카병원으로 모셔올 수 없어서 지바카병원의 까미스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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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터소식·필리핀 ]

학교
건축

부지런히,
묵묵히 나아갑니다
필리핀JTS는 밀루뚱 (Midlutong), 마칼림

반 (Macalimban), 다투 폰소(Datu Ponso)
3개 마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밀루뚱 마을에 화장실을 포함한 교실 6칸(
필리핀 정식 4칸 사이즈 교실을 가벽을 세
워 6칸으로 나눔)과 교사 숙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공식 후 코로나19 지

24

역사회 격리 조치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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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필리핀JTS는 10월
준공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밀루뚱의 아이들은 4km를 걸어 파굼

퐁(Pagumpong), 타퓨난(Tapunan) 초등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부는 6km 떨어진 땀

밧(Tambat) 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
다. 아이들이 매일 강을 건너 4~6km 걸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
다. 마을 아이들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와 주민들은 공동 노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리더는 2017년도 필리핀JTS 마을 개발 사업 중 하나인 마을 리더 연수 교육을 받은 바 있어 JTS
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마을에 학교를 건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땅 3헥타르를 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로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주민들의 공동 노동 출석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재를 2번 옮길 때 3~4번 자재를 나르는 리더
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JTS는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은 자재를 운반하는 등 자원봉사로 공동 노동을 하고, 군
청에서는 목수, 시멘트공 등 기술자를 제공하며 함께 협력하여 학교를 짓습니다. 군청은 현재 추가 예
산 편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술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학교 건축 현장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기술자들의 공백으로 학교 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 속에서, 필리핀JTS는 군청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자들 임금 미지
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필리핀JTS는 묵묵하게 나
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공사장의 기분 좋은 분주함과 주민들의 밝은 미소를 담아 소식을 전하도
록 하겠습니다.

[ 활동터소식·필리핀 ]

마을
개발

서로 다른 마을을 타고
흐르는 화합의 물줄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필
리핀 지역 사회 분위기는 얼어붙었지
만, 필리핀JTS와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용 수도 설치 사업으로 분주한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JTS는 마
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
받고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
을 개발을 위한 공용 수도 설치 사업
오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1개의 마
을이 사용했던 기존 사업과는 달리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라와곤
(Sarawagon) 마을에 설치한 물탱크
를 사라와곤 마을뿐만 아니라 두루난
(Turonan), 끼말라약 (Kimarayag)까지 총 3개 마을(마을 주민 약 620여 명)이 공용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군청과 합의하여 3개 마을을 포함한 오모나이(Omonay, 우리나라 읍 개념) 중
심부 지역에도 군에서 물 호스를 연결해 물탱크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2020년 3월 27
일 시작하여 6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JTS는 자재와 고가의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에서는 목수, 전기공, 파이프공 등 군 기술자를 제공하고 공사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푸드 포 워
크(food for work)로 쌀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자재를 나르고 물탱크를 설치하
는 등 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23까지 무슬림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동안 무슬림 마을인 두루난 주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금식하고, 날마다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마단 동안 공동 노
동이 부담스러운 두루난 마을 주민을 대신해 크리스천 비율이 높은 사라와곤 마을 주민들이 물 호스를
묻고 있습니다. 각 마을 주민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수원지의 물은 서로 다른 마을 품으로 흘러 들어가며 인종과 종교를 넘어 협력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삶을 이롭게 합니다. 필리핀JTS도 이 물줄기처럼 분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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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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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터소식·필리핀 ]

시범
농장

파인애플,
기다림을 통한 결실
26

파인애플은 1년에서 5년을 키워 수확합니다. 그렇게 키운 파인애플을 한입 베어 물자 상큼하고 달콤
한 과즙이 입안 가득합니다. 수 년간 공들여 키운 달콤한 파인애플 열매를 맛보며, 결실을 보기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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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민다나오의 ‘리틀 포레스트’
- 실패를 통한 성장
농산물 자급자족을 꿈꾸며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 왕겨 훈탄을 섞어 땅을 갈아엎
고, 두둑을 만들고, 두엄을 뿌려 영양분이
가득한 두둑에 청경채와 당근 씨앗을 심었
습니다. 당근 씨는 한 줄로 씨뿌리기를 하
고, 바람에 날리거나 햇볕에 마르지 않도
록 포대로 두둑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바질과 샐러리를 비롯해서 13가지 씨앗을 모종판에 심었습니다. 그늘에서 흙이 마르지 않
게 애를 쓴 지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아 모종을 살펴보니 개미 떼의 습격으로 씨앗은 속이 텅 비
어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풀이 죽은 초보 일꾼에게 선배 일꾼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며 자신이 겪
은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잘 자라던 작물을 벌레가 먹어 몽땅 뽑아버
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선배 일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경험은 성장을 위한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 먹고, 부추로 고소한 전을 부쳐 먹기도 합니다. 열무를 데쳐 구수한
된장에 무치면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 활동터소식·국내 ]

안산
다문화
센터

다문화가족들과
지구환경 살리기
꽃이 만발한 5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
문화가족들과 함께 주변 거리 청소를 했습
니다. 센터를 오가며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해보자는 의견이 나
와서 JTS안산다문화센터 봉사자들이 고려
인과 페루,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안산역 근처 주변 길거리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갑과 집게, 쓰레기 봉투 등을 준비하여 지저분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일손들이 모여 거리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함께해주신 안산다문화센터 자원봉
사자분들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고
JTS안산다문화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마스크, 식료품, 이불 등을 지원했
습니다. 아이들이 이불을 받고 좋아서 얼굴
에 비벼대는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마스크가 어느 때보다 귀한 시기에, 어떤 봉사자는 일터에서 하루에 한 장씩 지원 받은 마스크를 매일
모아 15개를 기부했습니다. 15일 동안 아껴 모아온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태국 사원에서는 반찬을 가
져오고, 네팔의 다문화가족은 병원비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얀마 설날이라며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센터에 가져오는 미얀마 가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와 배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진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매서운 코
로나도 결국 끝이 나고 센터가 다문화인들로 북적이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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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꽃구경도 하고 하천에 물고기도 보며 재미있게 청소하는 다문화가족들을 보며 덩달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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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기후원
(2020.02.01 ~ 2020.05.31)
JTS의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 665건
*여러 후원 방식 중에 'CMS 신청'을 통한 후원을 권장합니다.
CMS 신청시 수수료 비용을 아끼고 원할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다요가원 (주)금화종합관리 나다나심리치유연구소 라온엔진 로즈마리의원 로하스의원 메디팜미소약국 법무법인 성율 봄이오다
세무법인세한 세원축산 아지트(Azit) (주)엘마스브릿지 이층약국 지구무역 최소공간 하나테크 강경애 강동수 강연화 강은경
강은화 강인환 강태관 강현정 강현지 강희경 고난숙 고민정 고산 고지윤 고희경 공미경 공병찬 공향순 곽걸담 구나겸 구명석
권경미 권용승 권윤우 금사랑 김가영 김경남 김경률 김경미 김경배 김경아 김경오 김경은 김경준 김광수 김규리 김규성 김규왕
김규웅 김규정 김금란 김금평 김기곤 김기만 김기선 김나영 김나은 김난이 김단아 김도연 김도원 김도현 김동우 김동은 김동철
김리우 김명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리 김미림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옥 김민건 김민경 김민상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민하 김박설 김범찬 김보경 김보람 김보민 김복순 김봉수 김봉순 김상기 김상태 김서하 김선희 김성관 김성대 김성석
김성은 김수미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영 김숙이 김순전 김순필 김승도 김승현 김시환 김아현 김여란 김연주 김연희 김영단
김영래 김영아 김영희 김옥경 김완수 김요순 김용현 김우진 김윤강 김윤희 김은기 김은실 김은정 김은지 김은지 김의곤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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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순 김재숙 김재은 김재훈 김정미 김정한 김정희 김종경 김종기 김종덕 김종욱 김종일 김종택 김주희 김준수 김지민 김지원
김지현 김지훈 김진희 김채원 김태윤 김태주 김한주 김해임 김향길 김향남 김향리 김헌정 김현미 김현석 김현숙 김현지 김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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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김혜옥 김혜진 김홍태 김화영 김효연 김효영 김효종 김흥렬 김희경 김희선 김희영 김희원 김희훈 나용준 나은혜 남경희
남정화 김희영(노생) 노선주 노진영 노하진 도성훈 라승용 맹상모 명성화 문상현 문정인 문종선 문창덕 문현일 민아영 민옥순
박경환 박남석 박노숙 박대득 박대복 박도영 박미란 박민제 박상우 박선 박선경 박선옥 박선화 박선희 박성아 박성원 박세연
박소영 박수희 박순아 박순우 박연순 박영미 박유강 박윤숙 박은구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재오 박재정 박정화 박제성
박종숙 박종연 박주현 박준현 박준화 박준희 박지민 박지선 박지성 박지영 박지우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지후 박지훈 박진영
박진하 박진희 박찬석 박철용 박춘선 박필선 박행복 박현득 박현주 박현지 박혜정 박효정 반소영 반은정 반정욱 배기철 배성준
배훈수 백선정 백소영 백송이 백영임 백일순 백주하 백화자 변순희 변찬송 변형섭 서동환 서문효준 서미경 서순열 서아영 서정민
서정욱 서춘심 석장민 선진헌 성명 성운영 성채민 소희정 손미영 손병욱 손영아 손예진 손정미 손정순 손정희 손희정 송미영
송부순 송서목 송영주 송영진 신경희 신나현 신동학 신미자 신민경 신부순 신순애 신요한 신은주 신재성 신정숙 신정휴 신지은
심민경 심인희 심혜영 안건예 안기숙 안수림 안수민 안시현 안영애 안영옥 안현자 양금희 양명희 양미라 양민구 양춘병 양혜경
양혜정 양희정 양희철 엄선아 여광범 여석호 여형순 연인권 염숙희 오난희 오명자 오명희 오선영 오성자 오수영 오영경 오지민
오창수 유동철 유사현 유섬결 유성철 유승혜 유영미 유재남 유재성 유정아 유지영 유창균 유한순 육철수 윤관식 윤광헌 윤석주
윤인경 윤정은 윤정현 윤지혜 윤현철 윤혜신 윤호정 윤훈수 이경숙 이경식 이경욱 이경희 이계조 이기연 이기철 이다연 이다영
이다인 이다혜 이대순 이동건 이동률 이동자 이동한 이동향 이동훈 이명자 이문학 이미경 이미경 이미숙 이민준 이상자 이상재
이상헌 이새론 이서윤 이선재 이선호 이선희 이성수 이성심 이성활 이송림 이수이 이숙진 이숙현 이숙희 이순경 이승빈 이승현
이승훈 이신무 이신숙 이아무 이영숙 이영조 이옥인 이용재 이용진 이원준 이원희 이유진 이윤록 이은영 이은주 이의찬 이인실
이재형 이정균 이정민 이정수 이정옥 이정자 이정호 이종열 이종혁 이주헌 이지록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명 이채원
이치호 이태호 이하랑 이한철 이해현 이헤정 이현숙 이현아 이현아 이형래 이혜영 이혜진 이효 인세교 임경자 임기영 임동규
임상호 임수연 임숙영 임아영 임은옥 임은희 임재완 임종덕 임지영 임지영 임현수 임현혜 임환철 장가영 장갑순 장경미 장명순
장문석 장석현 장수지 장연수 장영자 장예림 장은주 장은하 장재연(김도현) 장현태 전만기 전명숙 전미자 전병준 전성욱 전승곤
전옥자 전은혜 전지운 전춘란 정경민 정광식 정귀희 정근아 정기숙 정민영 정병하 정상희 정서화 정성화 정수영 정순남 정승우
정승자 정승탁 정영희 정원석 정윤삼 정은숙 정재원 정재희 정지영 정태남 정한섭 정현둘 정현성 정현주 정혜진 정환종 정희은
정희진 조경숙 조남미 조동제 조미진 조병한 조수용 조수희 조숙연 조아현 조연희 조영우 조영은 조옥경 조은겸 조은경 조정윤
조종완 조춘숙 주가연 주용미 주은하 주재화 주혜숙 지준혁 진금회 진민숙 진숙정 진승언 진종학 차미현 차옥희 차준석 차효정
채현희 천호철 최경선 최규영 최기선 최다루한 최로사 최병주 최선자 최선희 최성열 최성은 최아영 최여진 최영미 최영실 최유경
최윤서 최윤주 최윤찬 최은성 최인영 최임선 최정인 최지혜 최진주 최진희 최현석 최현숙 최현옥 최현진 최혜윰 최효준 추기정
편정주 하덕이 하동완 하순환 한경륜 한경미 한미영 한서윤 한수미 한아름 한연주 한영선 한재규 한진옥 한현정 한현주 함동윤
함소윤 함채윤 함혜성 허귀정 허남흥 허은혜 허창행 허혜숙 홍기야 홍길동 홍석조 홍숙이 홍순연 홍정민 홍정수 홍종선 홍종혜
홍혜선 황금옥 황미경 황미정 황성우 황영철 황유진 황윤실 황준서 황증재 황지유 황지현 황현미 황현서 황혜선 HWANGINA
YANG KUO YING

일시후원
(2020.02.01 ~ 2020.05.31)
총 581건

*같은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금산이엔지 대구범어초3-2 (주)더블유엠 덕양나비장터 도학사대원합장 무궁화마트손님들 무궁화마트일동 서울유현초등
안산다문화센터 안산다문화진료후원 여주행복학교 영주여중2학년샘들 예쁜아이어린이집 예쁜아이어린이집 김 예쁜어린이집
예쁜어린이집 김 원주공공기관불자연합 죽림교회 칠곡소망어린이집 칠곡어린이집 하나금융투자(주) 강근숙 강무진 강병주 강상임
강수정 강숙영 강완자 강정숙 강태관 경해숙 고 김홍석 고 성주이씨 고 유임순 고 이현수 고 정병모 고동순 고승호 고은주 고임천 고하용
공도경 곽주연 곽창순 구지모 구희정 권대현 권문조 권성옥 권혜수 권효준 기정임 김경란 김경란남편분 김경만 김경미 김경선 김경숙
김경일 김경화 김경희 김광호 김규림 김금수 김기석 김기연 김기진 김기호 김다솔 김단아 김대 김대광 김대중 김동우 김똘이 김로운
김로한 김리우 김망순 김명순 김명준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영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보경 김복자 김봉생 김서현 김선옥
김선하 김선화 김성숙 김소영 김수일 김수진 김수현 김순옥 김순희 김양규 김연수 김영남 김영수 김영주 김영찬 김옥순 김옥자 김용규
김용숙 김용주 김우성 김욱한 김원 김유진 김은숙 김은정 김을성 김인숙 김인순 김인효 김일평 김재순 김재웅 김재현 김정권 김정숙
김정욱 김종목 김주철 김지숙 김지향 김진석김지은 김진순 김진화(똘똘이) 김차옥 김창근 김창하 김천호 김철환 김철환 김춘배 김춘희
김태은 김태희 김현경 김현섭 김현주 김형선 김혜숙 김혜정 김효심 깡총이 나용학 나정숙 남희창 노나윤 노하진 동정원 라미V 류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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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희 류해수 문명녀 문승환 문외순 문은혜 문지우 민경희 박건욱 박경은 박경자 박근 박근영 박금희 박기화 박동주 박명애 박명희
박옥경 박완수 박용현 박은숙 박은정 박일수 박정례 박정섭 박정섭존 박정숙 박종란 박종필 박주열 박준서 박준호 박중현 박지민 박지원
박지율박주하황두현 박지율황두현박주하 박지은 박지을박주하황두현 박진옥 박진우 박진현성홍금 박찬수 박필선 박현이 박현주 박희정
박희준 박희진 반미정 배유진 배정기 백경아 백경옥 백명심화 백수빈 백정숙 백필규 백화자 변정희 사공옥숙 서미옥 서민성 서숙이
서순남 서승희 서옥련 서은호 서향덕 서현태 선송희(돼지저금통) 선연방글 선연방글(이혜림) 설경숙 성근숙 손영빈 손영아 손영인 손진길
송경만 송경화 송난규(이룸) 송문영 송서형 송용자 송재근 송점숙 송정은(에스컷팅) 송현정 송희영 신경선 신도초 신동현 신서연 신연숙
신영미 신영미 신영주 신옥희 신은영 신정휴 신초원 신현용 심유현 안경아 안광희 안도현 안서현 안숙희 안순희 안영민 안정미 안종문
양경애 양길동 양다원 양동산 양두형 양민선 양샛별 양연지 양윤건 양윤석 양인화 양진영 여용열(대영자원) 오관현 오미경 오병택 오서연
오은영 오지연 오환순 오흥란 우석호 우선영 원영숙 유경희 유귀자 유미란 유선미 유애경 유영애 유인화 유재호 유재희 유정아 유주용
유진근 유현미 유혜옥 윤명란 윤선애 윤선용 윤선웅 윤연실 윤영란 윤영심 윤운자 윤정미 윤정은 윤태민 윤태영 윤효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임 이경주(마산) 이권명 이기영 이다윤 이덕순 이동언(동래) 이동엽 이래오 이문철 이미경(춘천) 이미선 이미영 이미이 이미자
이미정 이민주 이병종 이병훈 이복형 이상원 이상훈 이서현 이석매 이선화 이선희 이성수 이성원 이성재 이세영 이소영 이수진 이숙
이순남 이아나 이아현 이연희 이영국 이영주(정현자) 이영화 이옥순 이옥희 이외순 이용재 이우영 이원성 이원성 이윤택 이은미 이은순
이은영 이은희 이응규 이익수 이인실 이인자 이임숙 이재늠 이점순 이점순 이정민 이정열 이정원 이정임 이종화 이준희 이지영 이지윤
이충숙 이충희 이하니 이한곤 이해금 이헤산 이현동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형준 이혜산 이호칠 이화경 이희선 임병규 임소영 임은숙
임재학 임종덕 임종호 임준성 임향숙 장갑순 장경수 장세영 장윤정 장재원 장진영 장혜정 장효숙 전광석 전금순 전득순 전명숙 전보경
전복순 전세연 전유정 전유정 전재현 전해준 전혜림 정경아 정광모 정귀화 정규연 정나영 정나원 정도난야 정미생남편분 정미생전철식
정미영 정민성 정석우 정석호 정선심화 정성희 정수진 정숙영 정순복 정영규 정영숙 정용일 정용재 정윤점 정은희 정인경 정인화 정자현
정재원 정주현 정지원 정진순 정태수 정태호 정하연 정현숙 정혜린 정혜식 정호연 정화선 정희경 제갈상인 조경하최정인 조도현 조수미
조영미 조창호 조항진정해경 조해랑 조흥순 주지안 지돌영 지둘영 진미옥 진지회 차경화 차명정 차주남 차지은 창덕암 채경실 최경숙
최귀순 최래희 최민규 최민영 최병조 최병화 최선영 최세순 최순이 최순이 최순임 최영미 최영희 최옥현 최우규 최재마로 최재희
최점석최점용 최점순 최준욱 최준현 최현구조경하 추기정 탁설희 하느라 하봉섭 한경우 한경우 한대륙 한상호 한수민 한영순 한영옥
한원희 함소윤 함채윤 함희열 함희영 허도선 허원진 허재희 허정화 허환숙 현민경 홍난 홍숙의 홍승일 홍종선 홍주현 황말옥 황석영가
황수민 황수민황현욱 황숙현 황순옥 황은숙 황은희 황점순 황현욱 CHOETAMMYJ

Join Together Society

박미란 박미순 박미자 박복선 박봉희 박분남 박분남 박상석 박상숙 박서현 박석희 박선미 박성현 박소영 박숙희 박순이 박영숙 박영주

미국JTS 신규후원
(2020.02.01 ~ 2020.05.31)
합계 80명

강경애 고윤정 김미주 김석준 김성균 김은구 김익태 김현정 김흥태 나은영 노경애 박덕희 박성식 박정화 서혜령 성윤경/성재원 손인철
손혜숙 송명석 신국균 신민재 신석종 양영주 오혜영 우종란 윤승아 윤희정 이동우 이세웅/오미영 이윤희 이태성 이혜숙 장연경 장현경
전연주 정보경 정행자 정희열 최은희 표정숙 한정원 함정례 홍주혜 황길재 Anna Kim Bok Jonathan Jeong Chasity Royal Cici
Kagel Daniel Yeo Genie Choi Gina Park Ryu Gio Lee Hajeong Lim Hannah Lee Helen Hong Hyun J. Lee Ja Gu
Jaeman Byun/Kyungyim Byun Jane Lee Jennifer Huh Jihyun Lee John Vigil Jung Han Jung Shin/ SeungHee Park
Junglim Kim Kenneth E. Kops/정영선 Kyong Hibbler Lotus Chang Patricial Kim Ryan Brice/Eun Young Park Sarah
Kang Sonia Kim Steven Kim Sujin Yean Suki Kent Sun Young Ahn Sungjin Hong Yoon Merrill Young Hyun De Saw
Yunhee W.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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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모금
(2020.02.01 ~ 2020.05.31)
합계 9,719,820(원)

강남

195,000

미금

163,760

양평

강화

195,000

방어

45,500

여수

50,000

거제

100,500

사하

70,950

영주

273,650

경주

930,500

상주

63,100

영천

102,000

광명

405,210

서귀포

26,000

영통

164,900

광산

141,800

서초

73,000

옥교

70,000

광양

3,000

서현

150,200

왜관

178,630

구미

61,380

성북

19,110

운정

54,600

금정

169,300

성서

136,000

울산

302,390

기흥

158,000

세종

102,700

원주

47,400

김천

79,500

송도

177,640

인천

120,900

김해

49,850

송파

91,000

중랑

160,000

남양주

85,000

송현

280,800

진주

289,270

내서

34,000

수원

246,600

진해

140,000

노원

72,450

수정

44,170

처인

392,130

당진

110,500

시흥

81,000

청주

281,600

대잠

189,800

안동

143,620

파주

84,850

대전

220,000

안산

121,300

함안

109,500

동래

163,000

안성

61,800

해운대

292,600

마산

160,000

양덕

277,000

화명

28,000

명지

73,800

양덕

95,000

기타

268,000

문경

45,000

양산

111,560

85,000

나눔저금통
(2020.02.01 ~ 2020.05.31)
총 389건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강동

김영미, 박주연, 무기명

부천

김영자

원주

무기명

강화

고제헌, 자람도서관

분당

유선주, 유혜진, 이경희,

은평

김지현, 박계숙, 안경자,

의정부

김영미 2개, 김주희, 노윤미,

(여의주, 안경효)

조종규, 무기명

왕희곤, 이미숙, 무기명 4개

거제

이성숙

사천

검암

박세연 2개, 오정심, 이동헌

서대문

심성혜, 이소현, 무기명 3개

경산

육영숲 어린이집 117개

서천

오덕사,이창재, 최윤정 2개

경주

기형덕, 김아람, 김정숙,

서초

무기명

이천

무기명 2개

김지현, 백영기, 신정순,

성서

손복희 2개, 신미정 2개,

제주

무기명 2개

무기명

제천

정경아

정연식, 정추숙, 최현옥,

안미애

백봉현, 이수진, 이정란 2개,
조찬영 3개

소사

김정순, 이미숙

종로

이승현

공주

김귀자, 김락춘, 심우정

송현

무기명

중랑

김현성, 박문기, 최성락

광명

김양한, 신정례, 장효숙,

수원

김민선 4개

진주

무기명 2개

무기명

신제주

무기명

창녕

무기명

김미희, 김혜영, 배문희,

양덕

무기명 17개

창원

무기명 2개

무기명

양산

무기명

청주

김정희, 김종문, 박미자,

석우환, 석홍규, 이기웅,

양평

김숙자

이재희, 정금희, 무기명3개

언양

무기명 7개

구리

권정미, 장형숙

오창

김미옥, 김태영, 이은정,

태전

무기명

구미

김인숙

무기명

함안

김정애, 나들목손님,

권선

박순일, 이순의, 이정숙,

옥교

김성노 2개, 김영숙 3개,

광주
광진

금정
기장

박지미, 신수영, 이경순,
무기명 3개

이경희 2개, 장해순, 최유정

무기명 6개

김혜정, 박금옥, 윤나은 가족,

해운대

무기명

김가윤, 김경선 2개, 박노중,

이성융, 이소현, 정경희,

화명

강미영, 김광식, 김영화,

이채윤

최상공, 최윤미, 무기명 2개

김영희, 김정미, 김지현,

왜관

김심교, 농협인평지점

김현석, 박정열2개, 양수자,

운정

이진숙

유진할인마트 2개, 임수영,

울산

권화정, 김경옥, 김규식 2개,

최미경, 최현일

작은미술관, 장혜경, 전여정,

김천

무기명 5개

정시현, 무기명

남산

강지영, 김수진, 이현수,
한효린, 무기명 5개

내서

무기명 6개

노원

민경님, 박현정, 배귀순,
유미화, 홍은숙

당진

이한수

동래

무기명 6개

동작

이영숙, 홍성진

마산

무기명

마포

무기명 3개

명지

남명희, 무기명 4개

부사

부사법당 모금

박지영, 안아랑, 윤미리,
조선희, 무기명 2개
개인

권정희, 박성하, 박용숙 2개,
이순연 2개, 하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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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환, 홍현미 3개, 무기명

행복한 이웃을 만드는 나눔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안내서
•지정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하면,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후원 정보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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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신청하기

후원회원 신청하기

JTS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JTS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지구촌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활동 안내
사무 지원 : 각종 문서 작성, 서류 정리
홍보 지원 : SNS 관리, 컨텐츠 제작 지원
해외 사업장 업무 지원 : 지원 물품 구매 및 관리
JTS 자원봉사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 http://www.jts.or.kr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 한국JTS 투명한 재정공개 ]
JTS에서는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 운영 현황을 연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처
인도사업, 필리핀사업, 국내사업, 북한사업
JTS 후원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 http://www.jts.or.kr
후원문의 : 02-587-8995
※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 나눔을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 주민의 자립과 협동을 위한 마을 공동노동 활동 진행
- 일자리 및 수입원 창출을 위한 농업기술, 기술교육, 리더십 교육 실시

JTS 후원계좌 안내

긴급구호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자연재해와 무력분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전합니다.
- 로힝야 난민 식량 및 가스버너 10만 대 지원

◆ 기존 회원일 경우

입금자명 [이름+전화번호 끝자리 / 홍길동1234]

- 인도네시아,
네팔,후원
스리랑카,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및 생필품로
지원
◆ 신규
회원일미얀마
경우 등02)587-8995
(JTS 식량
회원관리팀)
꼭! 기부금 영수증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쟁,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식량과 구호물품 지원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회원 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휴대전화

이메일
우편수령

받지 않음

주소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한국JTS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인)

(연락처:

)

2. CMS 자동출금 신청 동의
후원사업

JTS 전체사업

후원금

1만원

북한사업

3만원

인도사업

5만원

기타 (

예금주명

후원정보

필리핀사업
)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사업자등록번호)

❖성인일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후원인과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출금일

10일

17일

25일

말일

◆기존 후원회원입니다.

3. 개인정보활용 동의

원으로 증액합니다.

(사)한국JTS는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후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사)한국JTS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존·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은행명 및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함.
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결제정보를 보관함.
(5년, 후원회원 탈퇴 시부터)

본인 식별 및 회원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원금 인출, 소식지 발송, 행사 안내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정보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유

이용기간

(사)금융결제원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CMS 방식의 기부결제 승인 및 정산

동의일로부터 출금이체 해지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
자리, 은행명 및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회원관리, 온라인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발행

동의일로부터 탈퇴일 이후 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동의일로부터 탈퇴일 이후 5년

(주)휴먼소프트웨어
국세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내역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 CMS 후원금 출금 이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
부 및 해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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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인)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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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우리 아 이 입 니 다

홈페이지
후원안내
Facebook www.facebook.com/jtskorea
전자우편
www.jts.or.kr
02-587-8995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후원안내
02-587-8995
Facebook www.facebook.com/jtskorea
팩스 02-587-8998
전자우편
jts@jtsint.org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한국 JTS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0 6 6 5 3

전자우편 jts@jtsin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