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렌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
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생활하면서 곡 필요한 가스렌지

후원자님 덕분에 어르신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가스렌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가스렌지
후원자님 덕분에 어르신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존의 석유곤로나
일회용 버너에 취사를 하는 모습, 
다 사용한 부탄가스통 같은 것을 집중해서 보여주겠죠. 
강조할 수록 모금은 잘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존감을 낮게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새 물건일까? 쓰던 물건을 준 걸까? 
평소에 지역주민으로 이웃에 대해
어떤 생각, 실천을 해왔을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작은 실천을 해 볼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이 맛있게 조리되고 있는 장면과 함께
요리소리, 물이 끓는 소리와 모습, 따끈한 보리차
따르는 모습, 
감사를 표현하는 목소리가 들려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렌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위
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생활하면서 곡 필요한 가스렌지

후원자님 덕분에 어르신에게 따뜻한 선
물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e – 가스레인지, 부엌, 가정공간, 허름한 살림,  

Look – 기존의 버너, 곤로, 주방모습, 최근에 요리한 흔적, 
작은 압력밥솥, 

Find –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불편했을 모습이 연상되는 것
1회용 부탄가스통, 냉장고 안

Feel –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손님 접대용 컵과 쟁반, 믹스커피

*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생겨난
삶의 긍정적 변화, 
문화적 현상을 표현하면 시청자는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공통점을 찾아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 
후원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피아노교실의 피아노가 노후화되어

조율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피아노 수업이 어려운 상황
이었으나, 

이번에 지역주민으로 부터
피아노 후원을 받아

피아노교실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아노교실의 피아노가 노후화되어

조율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피아노 수업이 어려운 상황
이었으나, 

이번에 지역주민으로 부터
피아노 후원을 받아

피아노교실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장면
# 피아노가 들어오는 날, 아저씨들 땀 뻘뻘~
# 피아노를 반가워 하는 아이들
# 피아노를 연주하며 놀라워 하는 아이들 감탄, 피아노 연주 소리
‘우와 전에 ‘레‘ 하고 ‘시’ 건반이 이렇게 안되고 뻑뻑 했거든요. 
아이들의 반응하는 소리들, 피아노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 낡은 피아노, 조율 안 된 소리, 

Look – 오랜 흔적들, 하얀 건반의 ‘도레미 낙서＇들, 찌든 건반의
모습, 악보 받침 고친 흔적… 

Find – 대화 : 피아노 선생님 몇 명의 아이들이 이 피아노를 좋아
했을까요? 수도없이 많죠. 그 중에 전공한 친구도 있고, 정든 피아
노를 보내야 하니 아쉽네요

Find – 지역주민 대화 : 어느 날 복지관에 갔더니.. 아이들이 피아
노 연주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다 컸고 해서 별거 아닌
데 인터뷰까지.. 



부산 사하우체국에서 2016년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을 전달하였습니다. 

사하우체국 이건호 국장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사
랑을 나누었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 주시는 사하우체국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김은 설맞이 음식 나누기와 경로식당 급
식 서비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시청자, 홈페이지 방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라
1. 우체국에선 김이 남아서 주는 건가? 
2. 받은 김을 어떻게 주었을까? 
3. 왜 김을 나누는 것일까? 

Look - 모금의 과정을 보여주자 – 우체국 창구마다 있는 잔돈을
모으는 모금함과 문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
니다.. ) 
모금함과 우체국 직원의 일하는 모습 같이 보여주고, 

부산사하우체국에서 2016년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을 전달하였습니다. 

사하우체국 이건호 국장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번 며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사하우체국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김은 설맞이 음식 나누기와 경로식당 급식 서비스
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Find – 우체국에서 모금을 하게 된 계기, 우체국 직원들도 모금
에 동참하나요? 월급에서 일정부분 매칭을 해서 모금을 하고요, 
상조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Feel – 그런데, 하필 상품 중에 김을 나누는 거죠? 
어르신들 봉사하면서 보니까 입맛이 없어서 가장 좋아하고, 간
단한 반찬이 김이더라고요. 밥은 쉽게 해 드실 수 있는데, 반찬
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을 챙겨 드리면.. 식사도 거르지 않게
될 테고.. 



우체국 입장에서 최선의 사진이지만
(김을 사서 복지관에 전달만 한 사진)

모금함을 바라보는 잠재적인 후원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짧은 시간동안 관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우체국에서 만난 모금함입니다. 

동전이 어떻게 보람 있게 쓰였는지
지난 활동을 보여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편물을 보내려고 기다리는 동안
복지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가요?

동영상, 사진, 소식지, 엽서, 스티커, 후원안내문
그 속엔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보여주고 싶은 가요?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