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 wi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Isaiah 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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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Watered 
Garden 



대표 인사말 

 금년 2016년은 물댄동산 설립 10주년의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물댄동산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 기업, 후원자님들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조봉희 이사장(서울지구촌교회 담임)님과 이사님(강상훈, 김순

덕, 백남헌, 이강, 최상규)들의 힘에 겨운 헌신에 따스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

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한 물댄동산 선생님들과 동역

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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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기도제목과 소식 

물댄동산 10주년 행사 
 물댄동산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념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

다. 행사준비위 구성부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만

에 처음으로 ‘물댄동산 사무국’이 개설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인 이성은 목사님

을 격려해주세요.  

군포지역 아동센터 설립 예정 

 군포에 물댄동산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댄동산 후원자 물댄동산 NPO회원 등록 

 후원자님들께 안정적인 보고와 연말정산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후원자님을 

물댄동산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한 지역의 회원이 되시면 동시에 다른 지역의 

회원이 되시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원치 않고, 후원만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물댄동산의 지속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물댄동산 1호점인 난곡센터가 월세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 걱

정이 없었으면 하는 시설장님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난곡의 물댄동산 전용 

건물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댄동산이 처음으로 소식지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을 담는 생명의 소식지가 되었

으면 합니다. 사진은 초등학생 때부터 물댄

동산에 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 독거

노인을 찾아 생일잔치를 열어드리는 모습입 

니다. “도움을 받는 아이에서, 도움에 감사하며, 도움을 주는 청소년”으로 성

장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후원자 여러분의 덕택입

니다!  

 앞으로 10년도 물댄동산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5일 

한성진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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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댄동산 8대 뉴스! 

이사회 개최 - 물댄동산 
 물댄동산 이사회가 2015년 5월 11일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회의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헌신으로 섬기시는 존경하는 조봉희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후원자님들께 가슴 깊은 곳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졸업과 취업 - 관악청소년 

 초등학생 때 물댄동산에 온 학생들이 어느덧 졸업과 취업을 했습니다. 한나 

학생이 고대 생명공항과 진학. 지현 학생은 밀리언 광고회사, 혜미 학생은 김청경 

헤어페이스에 취업!  

 고3까지 물댄동산에 있는 친구는 모두 진학과 취업을 한다는 전통이 금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도와주신 분들께 눈물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나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신 ㈜청밀의 양창국 대표님, 겨자씨의 오은영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장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축하를!! 

물댄동산 NPO  
2015년 후원보고 

2015년 수입 수입내역 지출 지출내역 

1월 484,625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송파제일교회, 강변교회,  

예수비전교회, 

307,045 사무비, 교통비, 우편비 

2월 1,182,100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강변교회, 송파제일교회,  

예수비전교회, 한성진, 

2,359,900 

난곡센터지원, 회의비 

교사명절교통비 지원 

우편비, 사무비  

3월 1,080,057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한성진, 

1,062,300 
난곡센터지원, 교통비 

회의비, 유류비, 사무비  

4월 485,000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송파제일교회, 예수비전교회,  
236,000 회의비, 사무비, 유류비 

5월 1,281,980 

중계충성교회, 물댄안산센터  

송파제일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한성진 

1,876,000 

난곡센터지원, 회의비 

헤븐스뮤직 일본연주지원 

사무비, 유류비 

6월 1,681,008 

중계충성교회, 한성진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코람데오, 지구촌교회 

1,208,600 
제주센터지원, 유류비 

사무비, 회의비 

7월 1,880,650 

중계충성교회, 한성진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코람데오, 지구촌교회 

1,166,940 
난곡센터지원, 회의비 

유류비, 사무비 

8월 1,380,000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지구촌교회 

405,500 회의비, 사무비, 유류비 

9월 1,382,873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지구촌교회 

2,453,400 

난곡센터지원, 목동센터지원, 

청소년센터지원, 사무비, 유류비  

헤븐스뮤직 오케스트라비  

10월 1,380,000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지구촌교회 

2,441,300 

난곡센터지원, 

동경크리스마스자선공연 항공비 

회의비, 유류비 

11월 1,381,980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지구촌교회 

1,803,000 
목동센터지원, 사무비 

물댄오케스트라비, 유류비 

12월 1,381,641 

중계충성교회, 코람데오 

예수비전교회, 송파제일교회,  

지구촌교회 

112,000 회의비, 유류비 

수입 14,981,914원  지출 17,234,985원 

총수입 17,480,297원 (전년도 이월금: 2,498,383) 잔액 245,312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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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이 생겼어요! - 난곡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공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음악봉사로 큰 악기 들고 버스탈 때 정류장 놓칠까 조마조마! 한 겨울 꽁꽁 언 

달동네길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 

모두 없어졌어요! 조별 활동도 이제는 O.K! 목동과 안산, 청소년에도 차가 생

겨 이런 기쁨이 함께했으면 해요 ^^  

마침내 채워진 빈 자리 - 안산센터 
 물댄동산은 언제나 오픈하자마자 아이들로 바글바글. 안산센터는 1년이 

넘어도 인원이 안차서 모두의 기도제목이었는데요. . 선생님들의 헌신과 

후원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마침내 빈자리가 모두 찼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로부터 더욱 즐거운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품마당 
우리들의 작품 (강은주, 박소현, 재건우, 지은선) 

하나 되기까지 우리 소통하
자 

박소현 (관악청소년) 

난 종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종이를 만들  

나무가 없어  

난 목도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목도리를 뜰 수  

있는 실이 없어 

 

근데 너한테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어  

목도리를 뜰 수 있는  

실이 있어  

너랑 내가 만나야  

종이를 만들 수 있어  

목도리를 만들 수 있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너의 좋은 것 함께 할 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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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체험단’ 공모작 표지. 상하이 문화방문단 선정- 

-제1회 통일바라기 공모전. 시(詩)부문 통일부장관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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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댄동산과 함께 하다 – 제주조천 지역아동센터 

 제주에도 물댄동산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좌절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재정 부족으로 포기해야하는 고비도 있었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서울과 여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주조천 

지역아동센터 기억해주세요^^.  

양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발표 - 목동센터 

 양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2015년 성장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현악연주곡을 마음껏 뽐냈답니다. 목동센터는 탈북자 아동들을 

우리 아이들과 통합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 클래식 교육과 공연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 된 하모니를 만드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관악구 대회 우승, 태국 세계대회 참여 - 관악청소년 

 겨자씨배 관악구 소년 축구대회에서 관악센터 친구들이 우승! 태국에서 열린 

세계 소년 아마추어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 세계의 벽을 실감한 7전 전패 

ㅠㅠ. 그러나 다음 에는 반드시 우승!!! 대한민국~~짝짝 짝짝~짝 

서울시 혁신교육 관악구 대표되다! 
             – 물댄동산 Jr. 오케스트라 서울시청 앞 공연 

 관악 Jr. 오케스트라단이 관악구 대표로 서울시청 앞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

답니다. 관악 Jr.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아주신 김창재 교수님, 헤븐스뮤직의 

심규한 선생님과 물댄동산 오케스트라의 강춘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