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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중요 업무

2. 활동 사진 공유 

보보 지역 CPAF 완공사진!! 예쁘네요 :) 사바 지역 APAF 공사 마무리 현장 방문 :)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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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다. 12월 말부터 한결 추워져 이불 두께도 달라지고 아침

저녁 겉옷을 입어줘야 하고 따뜻한 물 없이는 못 씻을 정도가 

되었다. 스모그가 짙어져 문을 닫고 지내야 하지만 시원한 게 

겨울 분위기도 나고 좋구나 -

▪부르키나 현지에서는 15년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계획서와 

예산 재촉이 들어온다. 사업 시작이 늦어지면 종료 시점에는 농

사철과 겹쳐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까봐서다. 근데 EWB는 코

이카 결과보고서, 광명 사업 종료보고서와 새 예산안 작성 등으

로 바쁜 시점이라 일이 두 배로 많아진 느낌이다. 1월, 후딱 가

겠구나. ㅜㅜ

바쁜 한주. 지난 2주간 연말연시에 걸쳐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 본격적인 

업무가 바로 시작되었다. 갑자기 시작하는 업무에 적응을 못할 것 같은 느

낌도 반나절 만에 사라지고 어느새 여기 사무실 멤버 중에서 이번 주 야근

을 제일 많이 한건 아닌가 싶다. 물론 한국 사무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지만 말이다. 귀국 2개월 반 남겨둔 시점에 한국에서 일할 마음의 준비라도 

하라는 것 같아서 나쁘지만은 않다. ;)

코이카 보고서와 첨부자료 준비하고, 광명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과보

고서 등을 손보는 중에 사바 지역 CPAF가 완공이 다 와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 오후에는 건설현장에 방문했다. 사바 CPAF는 부쎄 마을 CPAF와 안

과 밖 모두 똑같은 쌍둥이 건물이다 :) 이 두 곳은 수도 와가두구와 가까운 

지역이라 벽돌, 시멘트, 자갈, 모래 등등 건축자재들도 비싸고 토지도 달라서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기간 내에 열심히 

튼튼히 지어줘서 고맙다. 특히 사바 지역은 이제 많이 발전하여 남아도는 

땅이 없어서 공사 부지 선정이 어려웠는데, 항상 EWB가 하려는 사업에 마

을 족장님들이 땅을 기부해주시는 등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번 건설도 가능

했다. 재정지원을 해준 광명시,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도 멋지게 완공해준 지

역 OP들과 시공사들, 교육에 열의를 가지는 수혜자들과 적극 지원해주는 마

을 어르신과 공동체 모두, 항상 EWB의 사업과 함께해주는 APENF, 우리 

EWB 식구들까지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왜 시상식 같은데서 수상

자들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나열하는지 알 것만 같다!

참, 새해를 맞아, 그리고 휴가를 다녀온 기념으로 현지 친구들과 한인교회 

식구들 그리고 APENF 멤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어주었다. 

한두 명이 아니어서 적은 생활비에 버거운 감이 있긴 했지만(ㅜㅜ) 한 번 뿐

인 연말도 같이 못 보냈을 뿐더러 어딜 여행가든 머릿속 가득 생각나는 이 

와가두구 가족들을 위해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나눔의 기쁨 또한 컸다. 

특히나 APENF 사무실 멤버들을 위해서는 선물과 함께 개개인마다 두 세장

의 사진을 인화해서 넣어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정말이지 

사진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 바쁘지만 이렇게 쏠쏠한 즐거움이 있으

니 기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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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한마디

“ 기쁘지 아니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