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내  용
2014. 1. 26. 인터뷰 파일 및 소액대출 상황기록물 편집.

15년도 파견간사와 통신
2014. 1. 27. 코이카 결과보고 첨부자료 완료 및 발송.

프랑스어 교사연수 프로그램 논의.
2014. 1. 28. 코이카 및 광명시 사업금 가지급 관련 논의.

세네갈 출장팀 일정 논의.
2014. 1. 29. 은행업무.. 보려다가 실패.

프랑스어 교사연수 일정 및 예산 결정.
2014. 1. 30. 은행업무. 2-3월 출장 방문 관련 일정 논의.

주간보고서 작성.

작성자: 이다영 간사

1. 주간 중요 업무

2. 활동 사진 공유 

도시와 도시를 잇는 미니버스.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동물까지도 싣고 가는 진풍경-

시장에서 야채 파는 흔한 아주머니들 모습. 
이것도 곧 그리워지겠지 ;)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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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한마디

“ 사랑하며 사나요 ”

▪사업금 관련된 질문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고서 및 2014년 사업 결
산 마무리로 밤새도록 바쁜 한국 사무실 식구들을 보채고 있다. 아니, 
나는 원래 질문이 많았던가? xD

▪시차.. 한국과 9시간이나 나는 시차. 이게 가끔씩 원망스러울 때가 있
다. 특히 보고서 제출 등 마감시간이 있는 그런 일들...@_@ 은행에서 
떼어 와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은행 
업무도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고... 으악. 문서에 필요한 싸인 하나 받
으려했다가 덕분에 시내에서 멀리까지 나가 좋은 풍경 감상이나 하고 
왔다지. ;)

▪길에서 악어를 봤다. 숲에서는 여러 번 봤지만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다리 아래 악어가 나와 있을 줄이야! 놀라서 사진도 못 찍었다..

출장이 많고 보고서도 많고, 사업도 시작하는 연초다.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2-3월 달에 사업장 방문이 많다. 마을지역 센터는 원 
없이 방문하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된 김에 센터 활동 모습과 수
혜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좀 뽑아서 지역 오퍼레이터들에게 
전달해줘야겠다. 사진을 참 좋아하는 이들. 마을 센터에게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어야지. 그러고 보니 1년이나 지내면서 너무 익숙해
져서 그런지 사진을 많이 안 찍은 것이 참 아쉽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진과 우리 동네 사진부터 많이 남겨야겠다.
사랑하면서 사는가? 라는 게 이번 주 나의 질문이었다. 어쩌다보
니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랑을 받든지 
주든지 간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했음을 여기서 깨닫
게 되었다. 물론 주는 사랑이 더 크고 값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듯!
그러고 보니 벌써 10개월을 가득히 채우고 2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나는 사랑하며 살
았는가? 하고 자꾸 더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이 1년은 인생의 큰 
쉬어가는 길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환점이
기도 했다. 진로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도 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
낸 1년이었기에 그것보다 큰 감사도 없다.
바쁜 일정이 남았지만 매일 어떻게 더 사랑하면서 살지 고민하면
서 사는 게 이 곳에서 원 없이 제일 잘 지내다가 가는 방법인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 오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또 추억을 
만들지 궁리도 하고 계획도 해야지. 비록 출장이 많아 몸도 피곤
할 것이고 끝마무리까지 바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겠다. 이들로부터 배운 사랑하며 사는 삶. 한국
에 가서도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
을 또 잊지 말고 적용하도록 해야겠다. x-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