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굶주린 세상에 
희망 주기

메주고리예의 열매

메리즈 밀즈는 빈곤과 기아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국에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구축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발상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교실로 오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하루 한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받은 학교 교육이 향후에는 
빈곤에서 벋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메리즈 밀즈는 2002년 말라위에서 아동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5개 
대륙에서 매 수업일마다 100만명 이상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리즈 밀즈의 급식이 있는 곳마다 학교 등록, 
출석률, 성취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5천9백만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수는 그 
이상인 상황… 저희 사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영비 최소화를 유지하고 
기부금의 최소 93%가 자선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화 2만원
(£13.90/€15.60/$19.50)
이면 한 아이가 1년간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행위

메리즈 밀즈 캠페인은 마그너스 맥팔렌-바로우(Magnus 
MacFarlane-Barrow)가 기근 동안 말라위를 방문했던 
2002년에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너스는 에이즈로 
죽어가던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분의 장남인 
에드워드에게 삶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년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 „먹을 것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학교도 가도 싶어요.“
그 순간이 메리즈 밀드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 밭에서 일하거나 거리 한 모퉁이에서 구걸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기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리즈 밀즈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카리브해 지역의 아동 100
만명이 급식을 먹고 교실에 앉아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를 빈곤에서 
일으키고 원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남녀 성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달하는 국가와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자원 봉사자들이 맡고 
있으며, 이 분들은 메리즈 밀즈를 대신하여 작은 사랑의 
행위를 수없이 펼치고 계십니다.

메리즈 밀즈는 전 세계의 후원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산하 기구로 등록했으며,  
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서는 국제 모금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메리즈 밀즈 사업은 1981년 이래 성모님이 발현하고 
계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예에서 발전해서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맥팔랜-바로우(MacFarlane-Barrow) 가족은 전쟁에 
짓밟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아길에 있는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곳은 1983년에 가족들이 메주고리예로 순례를 다녀온 
후 열게 된 가톨릭 피정 센터로 기도의 집인 가족 
산장입니다.

식료품, 옷가지, 담요, 의약품 등 구호물품 기부가 
쇄도했고, 구호물품 1차분이 메주고리예 근처의 난민 
수용소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대한 반응에 가족들은 매우 감격했고, 한 
번으로 끝내려 했던 구호품 전달이 급성장하는 국제 자선 
기구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메리즈 밀즈의 첫 프로젝트에 동참하신 분들은 모두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오신 후 삶이 변화된 분들이었고,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기려 단체명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종교/무종교를 존중합니다. 

한화
2만원



메리즈 밀즈  
– 메주고리예의 
열매

비전
저희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교육 현장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진 
모든 이가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결핍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성당 
근처에 있는 저희 안내 
사무소에 와 보세요.

주소 :
Mary’s Meals 
Bosnia-Herzegovina 
Bijakovići bb 
88260 Čitluk 
Međugorje

이메일 :  medjugorje@marysmeals.org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저희 팀을 만나보시고 저희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세요.  순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계획을 세우시거나, 상을 받은 저희 영화 Generation hope(
희망 만들기-가제)와 Child 31(어린이 31-가제), 창립자 
마그너스 맥팔랜-바로우 집필의 베스트셀러 도서 ‘The shed 
that fed a million children.’ ( 100만명 아동을 먹인 헛간-가제) 
등 주요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즈 밀즈를 돕는 방법을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marysmeals 메리즈 밀즈 페이지 

marysmeals

www.marysmeals.org

„1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면, 
한사람의 배라도 채워주십시오.“ 

마더 데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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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Franje Tuđ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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