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내  용

2014. 2. 16. 양계 타당성조사 출장 관련 준비.

2014. 2. 17. SeFED 출장팀 GAPA 사업 방문 피드백 회의.

2014. 2. 18. MDA 양계관련 단체 방문.

2014. 2. 19. 소액대출 회계감사 계획안 검토.
보보지역 출장 일정 확정.

2014. 2. 20. 아나톨 회장님과 출장팀 방문 일정 조정.

작성자: 이다영 간사

1. 주간 중요 업무

2. 활동 사진 공유 

지난 주 보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악어가 사는 지역에 다녀왔어요!

보보 디울라소의 보투 마을 족장님과 함께.
손님들에게 닭을 선물로 주셨어요!

설날을 맞아 주말에 한인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었어요!

한인들과 설날에 함께 윷놀이, 알까기, 과녁 
맞추기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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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한마디

“ 넓은 인심에 기쁨을 
베푸는 정에 새 힘을 

얻습니다 ”

▪다행히 양계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돕는 분들이 많이 있고 좋은 
단체를 아나톨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아 스케줄도 채워져 가고 있
다.

▪설날을 맞아 부르키나파소에도 괜히 혼자 연휴 기분이 든다. 한인
들이 함께 모여 준비해온 음식들 맛있게 먹고 게임도 하면서 나름
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출장 차 갔던 보보 디울라소의 Botou가 마지막 마을 방문이 
아니어서 참 다행인 것 같다. 곧 부르키나파소를 떠날 것이란 소식을 
전하면 모두가 슬퍼하는 마을 주민들. 하지만 우리 수혜자 마을을 위
해서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럼 그때부터 손님들은 마을에서 나오기 
어려워진다. 마을에 같이 살자, 여기서 결혼하여 부르키나에 살아라, 
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보투 마을에 한 번 더 와라... 이 정 많은 빌라
주아들(Villageois, 시골 마을 사람들)! 그리고선 돌아가는 길이 사라졌
으니 지금 못 간다고 농담을 하며 농촌식 식사를 대접해준다. 주 작물
인 옥수수를 갈아 만든 주식 또(To)와 숨발라소스. 그리고 특별히 손님
들을 위해 잡은 닭요리. 처음 왔을 때는 먹지도 못했던 음식들이었는
데, 이젠 시골 아주머니들이 한 요리솜씨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마을 방문은 이렇게 정이 넘치는 여정이다.
양계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해 방문할 곳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또 
일정을 조율해나가는 중이다. 이 조사는 굿파머스(Good Farmers) 장
경국 회장님과 EWB가 함께 부르키나파소 양계 농업 타당성을 알아보
고 소액대출 분야와 연관시켜 보고자 방문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생소
한 분야인데다가 출장 때마다 통역에 대한 부담감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벅찬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해나갈 수 있게 된다. 아나톨 회장님을 비롯한 APENF 식
구들이 같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만나러 다녀주고, 여러모로 한인 분
들도 도와주신다. 이렇게 힘이 들거나 벅찰 때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
아가라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닌가. 좀처럼 돕는 데 인색
한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자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이 곳 사람들을 
만난 것이 그 얼마나 행복인가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시골마을부터 내 주변 모든 분들까지, 돕는 마음과 베푸는 정이 넘치는 
이 곳.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이들의 인심은 감히 따라올 수
가 없을 것 같다. 그들 덕분에 이번 주도 파이팅 했고 또 친구들과 직
원들에게 과일을 나누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