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내  용
2014. 1. 19. APENF 회의. 광명시 예산 간접비 항목 논의.

KOICA 결과보고서 작성. OP보고서 정리 및 보관.
2014. 1. 20. 은행 업무. KOICA 결과보고서 작성 마무리.
2014. 1. 21. ASF 4분기 보고서, 공동협의회 보고서 수취.
2014. 1. 22. 수혜자 인터뷰 기록 정리. 
2014. 1. 23. 수혜자 인터뷰 기록 정리. 세네갈 방문팀 일정 

공유

작성자: 이다영 간사

1. 주간 중요 업무

2. 활동 사진 공유 

주말에 한인 식구들과 근교 Koubri로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

부르키나판 아이스께끼 소년들. 이 풍경도 
그리워지겠지 하면서 한 컷!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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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한마디

“ 쏠쏠한 재미들 ”

▪월요일 아침에는 APENF 멤버들의 연례회의를 가졌다. 아침조회 같은 느
낌?! 새로운 프로젝트와 담당자를 소개하고 1년의 파이팅을 외치는 자리
였다. 특별히 사무실 운영비가 절실히 부족한 탓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야
근도 집에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모두 어디서든 잊지 맙시다. 전기, 
물, 통신비 절약 ;)

▪Bobo 지역 오퍼레이터인 ASF가 4/4분기 보고서를 보내왔다. 가장 최근에 
우리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마쳐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공동협의회 
때 벌써 2번이나 분기별 보고서를 요청하였지만 다른 오퍼레이터들로부터
는 반응이 없다. 더군다나 CPAF 완공마저 늦어져 사진 보내는 것도 늦어
지는 다른 오퍼레이터도 있다. 지역 오퍼레이터 간에 운영 성과 차이를 
좁히고 싶지만 이처럼 행정적 부분에서 여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 좀 마음
이 편치는 않다.

KOICA 보고서 제출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고서 초안 작석을 
마치고 이제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혜자 인터뷰 기록을 번역하고 
있다. 인터뷰 마치고 곧바로 번역해두었으면 편했을 것을 꼭 이렇
게 뒤늦게 몰아서 하느라 업무폭풍을 겪지만 그래도 좋다. 왜나면 
수혜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을 오랜만에 음성파일을 통해 생
생하게 들으니 그 때가 다시 떠올라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놓치
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변화들, 그들이 배움을 통해 얻는 기쁨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혜자들을 만나는 시간은 부담도 크고 에너지 
소모도 크지만 그만큼 귀하고 얻는 것이 많다.
주말에는 한인교회 식구들과 특별히 근교 Koubri로 야외예배 겸 
야유회를 다녀왔다. 보고서 쓰느라 정신없이 1월을 보내다가 잠시 
흙냄새, 물 냄새 나는 곳으로 바람 쐬러 다녀오고, 게임도 하고 어
울리며 시간을 보내니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꼭 근교로 나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 소소한 재미거리들도 많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컵 축구경기. 부르키나파소는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수고했다!!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모습들도 있다. 하루 종일 국기를 달
고 다니는 택시나 오토바이. 축구 유니폼 또 가끔가다 온통 초록
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된 응원복장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
는 사람들. 부르키나는 온통 초록색이다. 그리고 슈퍼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밤늦도록 함께 경기를 관람
하는 모습 등.. 우리나라 응원문화랑은 또 다른 소소한 볼거리들이
다. ^  ̂ 꼭 축구 경기 때만 아니어도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얼마 안 남았다
고 생각하니 그런 일상 속 풍경들마저 잊기 싫은 풍경들이 된다. 
이곳의 삶이 익숙해져 권태가 느껴질 만하니 이런 일상이 쏠쏠한 
재미가 되어 힘을 주곤 하는 것 같다. 돌아가기 전까지 일상의 풍
경들 사진으로 많이 남겨 둬야겠다.            
아시안컵 결승진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 멀리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