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고다 프로젝트
우리는 파고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후원물품의 대부분이 과자인 것을 보았다. 대부분 아이들
은 과자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다. 이런 후원이 하루에도 서너 번은 반복된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하루

에 먹는 과자의 양은 상당하다. 
그 때문인가 상당수의 아이들은 피부병과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과자 때문이라고 백 퍼센트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
는 과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파고다에서 텃밭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또한 우리는 파고다 안에 스님에게 사람들이 과자를 후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과자를 주는 방법이 가
장 간단하고 후원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에 주로 과자가 후원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자 말고도 다

양한 후원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텃밭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오빠들의 지휘 아래 우리는 하나씩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고 어느새 텃밭 모
양이 갖춰졌다. 그리고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난생처음 씨앗을 심어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해맑아 보
였고 기뻐했기 때문이다. 한 공간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보람 있
었다. 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만든 텃밭이 잘 자라나 궁금해 혼자서도 자주 갔었다. 그때마다 조금씩

자라는 상추와 청경채를 볼 때 너무 흐뭇했다.
2.gialai 프로젝트

나는 솔직히 gialai의 프로젝트의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나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활동이었다. 나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나서 선뜻 갈 수 없었다. 나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은 곳이라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우

리 팀원이 있기에 나는 도전할 수 있었다고 느낀다.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gialai의 안 좋은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오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아이들에게 먼저 다

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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