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적의 나눔 단지 「우리들의 천사, 뿌트리 」
 - 나누면 행복해진다-

1학년 4반의 특별한 이야기

 2013년 3월 말 담임선생님께서는 기적의 나눔 

단지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 우리 반 38명이 하

루에 30원씩만 모으면 한 달에 800원인데, 그 돈

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수많은 해외 아

동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 반 학

생들은 이 뜻 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우리들의 천사는 

아드즈마 드위 뿌트리이다. 

 굿네이버스는 한국 국적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써,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기 위해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33

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우리는 해외 아동 결연 부서에 전화를 걸어 행신중학교 1학년 4반 전체 학생으로 

등록을 한 뒤 어떤 인연을 맺어 우리가 도와주게 될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3주를 

보내게 되었다. 사진으로 뿌트리의 천사 같은 눈망울을 본 순간 뿌트리에 대한 친

근함과 대견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렇게 시작된 뿌트리와의 인연……. 처음에는 

생소한 인도네시아 이름이기에 뿌리, 뿌리?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난다.

 뿌트리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외곽의 빈민촌에 살

고 있는 만 6세 여자 아이였다. 뿌트리는 아버지

가 막노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

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런 뿌트리를 

위한 우리 반의 첫 기부는 4월 초에 이루어졌다. 

우리 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학기 은행 담당자

인 예빈이와 선생님께서 직접 가득 찬 기적의 나

눔 단지를 안고 학교 앞의 00은행으로 향하여 우리 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

다. 그리고는 반 아이들이 아껴두었던 용돈을 모은 금액, 33000원을 통장에 넣어 

기부했다. 

 귀엽고 예쁜 뿌트리가 우리의 도움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트리가 우리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

에게 고마워할까?'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걱정의 물음표가 지금은 기

쁨과 뿌듯함의 느낌표로 바뀌었다. 반 친구들과 뿌트리라는 아이에게 기부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기부를 했다는 기쁨, 뿌트리에 대한 걱정, 앞으로 뿌트

리가 느낄 행복에 대한 기대 등 만감이 교차했다. 우리가 2학년이 되고 반이 바뀌

면 기부를 할 수 없어 걱정을 했는데, 마음씨 넉넉한 담임선생님께서 뿌트리를 계

속 후원해 주신다고 하셨다.

 기부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일이며, 내가 행복 전

도사가 되는 일임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뿌트리가 사는 동네에 

배낭 여행을 가서 격려해 주고 소설책의 주인공처럼 키다리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

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길 빌어주고 싶다. 뿌트리,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사랑해.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