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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중요 업무

2. 활동 사진 공유 

EWB 운전사 Pascal의 결혼식!
성당 뒤편에서 가족들과 함께

결혼식 후 파티에 참석한 APENF의 
사무국장, 사무총장, 비서 아주머니들 활짝:)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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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한마디

“ 벌써 연말이라니 ”

▪EWB 운전사인 Pascal 아저씨가 결혼식을 올렸다! 성당에서 합동

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며, 이미 결혼한 지도 20년이 되어가

지만 정식으로 치룬 예식에서 부인께서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고. 이 간사는 사진촬영 및 초대를 받아 일생의 큰 축하의 자리

를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다.

▪광명시 예산이 신청대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5년도

부터 새롭게 시작할 광명시와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의 교육인식 개선 및 프랑스어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

박수정 팀장님이 부르키나파소로 출장 오신 이후 하반기 지출대장 마

무리를 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계속하였더니 밀린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말라리아 초기증세

인 복통이 시작되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바로바로 피로를 풀어주고 있

다. 나는 그렇다 치지만 출국하는 그 순간까지 시간에 쫓겨 겨우 업무 

마무리하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간 박수정 팀장님. 한국까지 20시간 넘는 

비행 여정과 바쁜 스케줄에 쉬지도 못하는데 행여 쓰러지지나 않을까 걱

정되더라. 연말 업무와 이어지는 출장까지. 정말 파이팅이에요!!!

지난 주 공동협의회와 KOICA 지출증빙을 마치고 나니 정말 연말을 마

무리하는 기분이 든다. 오랜만에 날짜를 세어보니 이제 부르키나파소 생

활 10개월 차에 딱 접어들었다.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다니. 이제는 지출 

증빙도, 공동협의회 준비도, 현지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까지 상반

기보다 훨씬 나아졌음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는 현지인 

사업 파트너들과 친구들도 아주 익숙해졌다고도 느낀다. 이렇게 이곳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보다는 얻은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그저 아프리카 땅을 밟기만을 꿈

꾸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나가겠다는 큰 

다짐도 하게 되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이 든든해진다.

1년을 돌아보면 올 한해는 우리 수혜자들이 배우고 얻고 생각을 깨우

친 시간이고, 또 파트너 사업관리자들은 생각이 많이 일치되고 사업관리 

수준이 여러모로 향상됨을 보게 된 한 해였고, EWB에게는 부르키나파소

에서 배움의 희망을 보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준비해나간 시간이었다. 

부르키나파소가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기도 하고 대

선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어느새 이제는 평온한 일상 

속에 거리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부르키나의 겨울은 시원하다가

도 덥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건기이다.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 먼지

에 노란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된다. ;) 시원섭섭한 

2014년도의 연말, 벌써 연말이라니.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는 소리를 

들을까 고민도 해보고, 신나게 기쁘게 함께함의 미학을 실천해보련다. 이

곳에 있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