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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행동 프로젝트 – 변화를 이루는 JPIC 주도사업 

브라질 파소 푼도 

 

 

2007년, 브라질 교회의 요청에 응답하여 파소 푼도의 네 개 종교 단체 – 노틀담 수녀회, 도움이신 

마리아 프란치스코회, 성가정 전교회, 대교구 카리타스가 변화-행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 목적과 핵심과 사명은 생명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이 

발의는 사회와 공적 권위자들과 연관된 쓰레기 재활용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행동 프로젝트는 성공적 개발을 위해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고안해 냈습니다.  

1) 사회-환경 교육: 학교와 기타 사적,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재활용하고,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협동조합 조직과 연합 구성: 파소 푼도에는 네 개의 쓰레기 재활용 근로자 그룹이 협동 조합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노틀담 수녀들은 이 그룹들과 대부분은 여성들로 도시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다른 

60 명 가운데서 사목적 현존이 되어줍니다. 이들은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재활용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그들의 증언 안에 표현하는 형제애와 연대라는 복음적 가치를 살아갑니다. 

“이 조합에 들어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한 이래로 다시 인간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 전에는 툭하면 

정신 병원이나 약물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곳에 온 다음부터는 나를 돕고 가르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약물을 끊었고 더 이상 약도 필요없어요. 치유를 받았고 이곳의 노동자 그룹에 속해있는 

이곳에서 아주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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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과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협동 조합 근처에서 사는 쓰레기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흔히 그들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어 돕습니다.  

4) 공적 정책에 대한 영향력: 프로젝트 회원들은 시 정부와 여러 기업과 단체와 개인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동반자 관계와 협약을 마련합니다.  

5) 소통과 마케팅: 회원들은 개별 조합들의 행정팀을 보조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기금을 조성합니다.  

6) 행정: 동반자 단체의 대표들은 변화-행동 프로젝트 활동을 조직하고 중앙 사무소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월례 회의를 주관합니다. 

재활용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틀담 현존과 작업은 그들의 삶 안에 하느님 현존의 표징을 알아보고 

경축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연대 안에서 재활용 노동자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는 단순 작업을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그들이 상황을 변화시켜 사회적 포용으로 이끄는 삶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삶을 재조정하고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 실바니아 로너 수녀 

M. 딜세 산틴 수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