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동전모으기인 사랑의 빵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빵, 후원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

2008년부터 월드비전에서 시작된 사랑의 동전밭은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단체 등을 통해 모아진 동전을 한 자리에 모아 나눔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모아진 동전은 도움이 필요한 국내 결식아동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서울남지부 02)401-1949 서울북지부 02)357-1318 경기지부 031)748-7151 경기북지부 031)913-8151 인천지부 032)813-6453
대전충남 042)484-4323 충북지부 043)298-9125 대구경북 053)781-2005 부산지부 051)862-9090 경남지부 055)255-9393
광주전남 062)372-2600 전북지부 063)246-0213 강원지부 033)254-7244 제주지부 064)725-6050 울산지부 052)234-5820

월드비전 어린이홍보대사 코코몽

작은 동전,

나눔,

사랑의 기적은 아주 작은
에서 시작됩니다
100원의

동전

하나의 사랑의 빵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었어요│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로 해마다 초등학교에
서 여름방학 과제로‘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
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진 교실의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던 아이
들, 우기 땐 그대로 비가 몰아쳐 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아프리카 친구들
에게 이제 반듯한 벽돌로 지어진 교실과 새 책상, 새 칠판이 걸리게 된 것
입니다.

사랑의 빵 20년

│ 난치병 어린이를 도와요│

동전으로 이룬 기적

국내 동전모으기의 시작! 사랑의 빵이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2천 5백만개의 사랑의 빵으로 이룬 기적

월드비전 인천지부에서는 올해로 11회째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행사인‘지구촌 아동에게 희망을’캠페인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동/서/남/북부교육청, 강화교육청의 각 교육
청 소속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사랑의 빵’기적의 시작

‘사랑의 빵’
이 만든 역사

1974년 미국의 한 가정이 식탁 가운데 조그만 깡통 하나를 놓고
식사 전 그 속에 동전을 넣은 다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기
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드
비전에 송금했습니다. 월드비전 미국은 작지만 소중한 이 사랑을
기념해‘사랑의 빵’
이라는 이름으로 저금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것은 유럽과 호주로 번져나가 오늘 여러분의 손
에도 들려 있습니다. 이 저금통의 작은 동전들은 국경을 넘어 식
량이 되고, 학교가 되고, 희망이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나누려는 마
음만 있으면 100원도 기적이 됩니다.

최초의 나눔 저금통
‘사랑의 빵’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빵은 1991
년 김혜자 친선대사의 에티오피
아 방문을 계기로 TV 등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민적인 운동으
로 확산되었고 국내 저금통 모금문화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빵 모금을 통해 월드비전 한국은
지난 40년간 해외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아프
리카 등 어려운 나라를 돕는 후원국으로 도약하는 촉매제가 되었
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지부는 모잠비크 지역의 사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2009년 한해에만 배부된 저금통이 2백만 개. 지난 20년 동안
약 2천5백만개의 사랑의 빵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11cm 길이의 자그만한 사랑의 빵을 길에다 펼쳐 놓는다면 서울
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두 번 이상 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
리고 그 사랑의 길이는 벌써 지구촌을 수십 바퀴도 더 돌았습니
다.
노란색 저금통을 두 손 가득
받쳐 들고 오는 어린 꼬마친
구의 모습부터 연세 지긋하
신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꺼
내주시는 모습까지, 사랑의
빵은 우리사회의 가장 가깝
고 정다운 이웃사랑의 도구
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이었던 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20년 째 사랑의 빵 봉헌 예배│
월드비전 대전충남지부의 천안서부교회(담임목사 윤마태)는 1992년부터
‘사랑의 빵’나눔운동에 참여하며 매 분기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사랑의
빵 봉헌예배로 드립니다. 굶는 어린이가 없는 그날까지‘사랑의 빵’나눔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온 것이 20년.
윤마태 담임목사는“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며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고
다짐합니다.

│ 도내 순회모금을 통해 사랑의 빵 모아│
“충북지부에서는 전 도민이 모금에 참여해요.”월드비전 충북지부의 자랑
은 올해로 15회째 각계각층 전 도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사랑의 점심나
누기 캠페인’
입니다. 각 시.군마다 있는 모금행사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랑의 기적은 아주 작은 나눔, 100원의 동전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사랑의 빵 저금통을 들고 나옵니다. 다양한 나눔행사를 통해 사랑
의 빵 축제를 펼쳐오고 있는 충북지부는 100년 이상 이 뜻 깊은 나눔축제
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 지역 결식아동을 도와요│
제주지역의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는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계
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으로 도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도내 급식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70여개 학교의 결식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
습니다. 또한 가정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소중한 사연이 담긴

사랑의 빵은 그 어떤 빵보다 따뜻한
담겨 있습니다

온기가

│ 사랑의 빵 홍보대사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사랑의 동전밭은 한국에서 2008년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에서 처음 시작하여 지난 5월

“91년 처음 사랑의 빵을 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얼굴에 파리 떼가 달라 붙은 채‘인젤라 옐렘(먹을 것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이어져 많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이 없어요)’
를 외쳤어요. 함께 갔던 일행과 죽을 끓여 그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눈물이 그
치질 않았어요. 죽은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

큰 감동을 준 프로그램 입니다.

니와 함께 통곡하며 한국에 돌아가면 사랑의 빵을 전하는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된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월드비전과 함

제2회 사랑의 동전밭에서는 청소년, 기업, 시민들의

이 작은 사랑의 빵의 힘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 저금통 안에 1천 만원 짜리 수표 하나│
사랑의 빵을 처음 시작하던 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평소
처럼 저금통을 수거해 동전을 꺼내던 한 직원은 접혀진 종
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편지인가 했는데 펴보는 순
간 1천 만원 짜리 수표였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후원자가
말없이 저금통에 1천 만원을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작
은 저금통에 그렇게 큰 마음을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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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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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의빵
이2
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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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
니다

께 일한 것이 어느덧 20년이 되었네요. 사랑을 실어 나르는

▲ KBS 뉴스

자발적인 기부로 무려 331,554,630원의 후원금이 모여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결식아동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나눔의
기적을 넓혀갈 것입니다.

▲ MBC 뉴스

│ 나는 백한비라고 해!│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아 안녕.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백한비라고 해. 사랑의 빵을 받으며
너희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매일 반찬 투정만하고 돈을 아껴
쓸 줄 모르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하더구나. 내 꿈은 가
수야. 언젠가 꼭 너희가 사는 아프리카에 가볼게. 그 때 내가
백한비라고 하면 너희들은 날 모르겠지? 한명만이라도 날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도 앞으로는 용돈을 아껴써서 조금씩 보낼게 아무쪼록
많이 먹고, 꼭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래.
전라북도 백한비 (초등학생)

주요 신문사에 소개된‘사랑의 동전밭’

▲ SBS 뉴스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로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이런 일들로 사랑의 빵을 채워주세요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 200원이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곤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 한 명의 하루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단한 예방접종과 의약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만 있어도 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이 순간에도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예방 가능한 질병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는 전쟁과 가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나라의 원조와 배려의
손길에 의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월드비전은 매년 사랑의 동전밭 동전모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회장

공부를열심히하여

부모님의일손을

부모님을기쁘게해드렸을때

도와드렸을때

반찬투정하지않고

감사하게식사했을때

자신의용돈과물겆을아껴쓰고
절약을실천하였을때

친구들과사이좋게
지냈을때

어른들께공손하게인사하고

늦잠자지않고

예의바른행동을했을때

일찍일어났을때

사랑의 빵 모금과 투명한 사업을 실시하는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세계적인 NGO입니다. 세계 최대의 NGO 해외원조와 투명한
사업(세계 책임성보고서에서 국제 NGO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바탕으로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림

우리들의 나눔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한국이 하는 일
월드비전의 해외사업
전 세계 44여 개국 223개 사업장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원 이면
비타민 A 캡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부족
으로 해마다 50만 명의 어린이가 시력을 잃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1년 내에 생명을 잃습니다.

140원 이면

어린이 소아마비
예방용 백신을 1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용
백신을 통해 한 어린
이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00원 이면

의 도시락을 전달
국내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니다.
있습
져
담겨
함께
도
에는 희망

월드비전의 국내사업
전국 11개 주요도시 및 10여 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결식아동을 돕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북한사업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한 씨감자 생산 및 국수공장,
채소 생산을 통해 육아원, 학교, 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긴급구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0원 이면
낮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 적당한 피난처
가 없는
긴급구호지역에서 체온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한
용 담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면

수 있는
말라리아로부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할
모기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로 인해
30초마다 아프리카 어린이 1명이 말라리
사망합니다.

12,000원 이면

비타민 등 성장
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
있는 고단백비스
고
킷 20봉을 지원
하여 긴급상황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의 영양개
선에 많은 도움
줍니다.
을

※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는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모으기 나눔프로 그램입니다.
사랑의 빵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국내 결식아동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전달 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