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맘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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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기독교기관)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매입 캠페인 제안서

Ver 1.3

아나바다 운동?
다시 아나바다, 다시 온맘주마!

수거방식
수거 기부금
수거 차량
1차 모집



아나바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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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나바다’운동를 기억하시나요?

이 운동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간의 나눔이 이웃으로 번졌고 마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맘닷컴’과 ‘주마’가 협력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아 껴 쓰 고
나 눠 쓰 고
바 꿔 쓰 고
다 시 쓰 고



다시 아나바다, 다시 온맘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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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스톤

크리스천 30만 회원과 교회 네트워크

(주)큐딜리온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

온맘닷컴과 주마가 협력하여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합니다.

‘온맘주마’는 ‘재활용품 매입’서비스입니다.



온맘주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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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성도들과 지역주민이 수집한 헌 옷과 헌 책을
교회(및 기관)에서 수집해주시면 후원금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



수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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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주마’ 교회(및 기관) 담당자분과 협의하에
실내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교체용 자루를 전해 드립니다.



수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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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수거함은 헌 옷과 헌 책이 구분되어 수집되며
담당자분께서는 수거함이 채워진 상태를 확인하여

수거함 안쪽의 자루를 교체한 후 교체한 자루를 보관합니다.

수거함

실내에 거치할 수 있습니다.
헌 옷과 헌 책 각 1개가 비치되며
1개 수거함의 크기는 150Cm X 
50Cm X 50Cm입니다.
포대자루를 교체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수거함과 여분의 자루를
공금해드립니다.
* 제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헌옷류
2500원/10Kg

헌옷,가죽잠바,수영복,속옷, 침대 커
버,카펫,핸드백,백팩,신발,액세서리

종이류
500원/10Kg

책, 잡지, 이면지, 문서

교체용 자루

수거함 안쪽에
자루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수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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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한 자루 무게가 100Kg 이상(헌옷의 경우 약 5개)
채워졌을 때 ‘온맘주마’에 수거 요청하시면 차량이 방문합니다.

(모바일 예약 가능)

100Kg 이상 수집



수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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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류
2,500원/10Kg

종이류
500원/10Kg

수거된 무게에 따라 정한 금액을
담당자(혹은 교회)에 입금해드립니다.

입금

* 100Kg 이상수집 시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1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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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서울, 분당

모 집: 30개 교회(선착순 마감)

설치 시점: 2016년 10월 중(전화 상담 후 순차적으로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1mNuWMaZx2Lk7O612

1차 모집

교회와 기독교단체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goo.gl/forms/1mNuWMaZx2Lk7O612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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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6462-0200
이메일: cs@onmam.com

카톡: onmam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