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아주세요 

             - 안 쓰는 학용품을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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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아주세요 ’란‘ 안 쓰는 학용품을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세요 ’의 줄임말

입니다. 몇몇 친구들이 우리에게 얘들아, 너네 조는 무슨 활동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아주세요’ 라는 캠페인 할 거야~ 하면 이름만 듣고 아~ 프리 허그하는 거 구나! 하

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 활동은 말 그대로 안 쓰는 학용품을 다른 어려운 친

구들에게 기부해 주는 활동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쓸 때는 없어서 집에 방치해 둔 많

은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기부의 대가로 간식도 받을 수 있고, 

재활용 할 수 있어 환경도 아낄 수 있는 일석사조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대해 듣고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수단에 안 쓰는 학용품을 보내는‘give me a pen' 이라는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 모둠 친구들이 저희 학교 대표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모으고 정리해서 그 

단체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give me a pen

이라는 캠페인 활동 기간이 끝나버려서 우리가 직접 해외에 기부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행신2동 이상진 신부님께서 도와주셔서 미얀마 친구들에게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 저희의 사명은 "죽기 살기로 홍보하자" 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물론

이고 쉬는시간, 점심시간 마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얘들아! 안 쓰는 학용품 기부해 줘! 라

며 홍보물을 들이 밀며 보이는 친구마다 손을 붙잡고 집에 안 쓰는 학용품 있어? 라고 

물으면서 가져와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첫날부터 우리 캠페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학년 선배까지 찾아와 주기도 했고,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시면서 홍

보해주시고, 기부해주셨습니다. (참여해 준 많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

니다.) 쉬는 시간마다 간식 주랴, 기부물품 정리하랴 정신이 없었고 프로젝트 시작한 지 

3일 만에 준비했던 간식(젤리 150개와 귤 60여개)이 다 떨어져서 다시 구입하기도 했습니

다. 비록 돈은 들었지만 그것 또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고 뿌듯하게 샀던 것 같습

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식 받으려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수였지만 갈수록 기부에 관해

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질문 해 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말 뿌듯했고 저희

의 진짜 목적을 이룬 것 같아서 보람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고 우리들도 많은 힐링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과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고 도움 준 친구들, 

선생님들, 그 외에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둠원들은“나누면 행복해진

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나누면 

지금보다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〇 모둠원들의 이야기

이주영 : 학용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 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친구들을 생각

하니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건데도 구석에 처박아두고, 함부로 버리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

끄러웠고 반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앞섰지만 친구들과 활동하고 홍보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과 힐링을 느꼈던 것 같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지만 

이런 학용품 하나로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최지혜  : 처음에는 그저 도덕 수행평가를 잘 봐야 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모둠 친구들과 홍보물을 만들고 간식을 사고 기부품목을 받아오고 선별하고 보내기까지의 과정에

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고 후원 해 준 친구들도 사소한 거 였지만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니 

물품을 받은 미얀마 친구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꼭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민지 : 처음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무엇을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좋은 의견으로“안 쓰는 학용품을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세요”라는 기발

한 의견이 탄생했다. 처음엔 간식비와 홍보문구 등을 정하느라 어려웠고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참

여해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예상 외로 많이 참여 해 주어서 고마웠고 수행평

가 지만 좋은 일을 해서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강예지: “안아주세요”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학용품들이 모일 줄 몰랐다. 미얀마 난민

아이들에게 잘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뿌듯했고 미얀마 아이들이 박스를 받고 기뻐하

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렇게 기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신기했고 미얀마 

아이들이 학용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다.

서연수 :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못 된 것 같아 미안하지만 뿌듯하고 즐거웠다.

♥ 도움을 주신 분들 (물품 기부자) ♥
최은지 박재현 김도윤 한지연 김태용 배정현 편규원 우시원 이주영 
김민지 최지혜 서연수 이수빈 박지웅 송기웅 박서연 김주희 정태현 
김민재 김수연 김근영 최희원 고석영 방다연 천예은 진우정 이채은
장세희 홍수정 김지영 변유빈 강다민 김수연 정다윤 김예인 윤소연 
이서희 김진웅 서재덕 서정민 김민서 권예원 최민재 노현민 임현진

손유진 최나은 이동준 송효은 이서영 황보근영선생님 강수완 
+ )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50여 명이지만, 사실 8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기부해 줬습니다! 

기록해 둔 종이가 사라지는 바람에 기억나지 않는 몇몇 친구들은 적지 못했네요 ㅠㅠ

적어주지 못한 친구들 미안합니다 ㅠㅠ

♥ 기타 도움을 주신 분들 ♥
홍보해 주신 김정미 선생님

기부물품을 수석교사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신 황보근영 선생님
기부물품 구분하고 정리하는 거 도와준 김유진, 김지영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자까지 같이 보내 주신 행신2동성당 이상진 신부님
기부해 주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칠 수 있었어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