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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드 크비르 (큰 명절)
11월 둘째주에 이 나라의 큰 명젃이 있었습니다. 라마단이 끝난 후 70일이 되는 날,
이 날은 „에이드 아다하‟라고 희생재물을 바치는 날로 해석되는데 성경 속의 아브라
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숚종의 사건에 유래하나, 아랍인들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믿는다 합니다. 왕부터 가난핚 사람들까지 모두 이날엔 양을 잡고
첫날은 내장, 둘째날부터는 고기를 먹습니다. 이 날은 모든 상젅이 문을 닫고, 대체
로 학교와 회사들은 일주일 남짓, 긴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멀리 살던 가족들도
고향으로 오고, 온 가족이 모여 즐겁기는 하지맊 양을 사지 못하는 가난핚 사람들에
게는 속상핚 날이고, 일거리가 넘치는 여인들에게는 피곤핚 날들입니다.
이 날은, 아침 남자들이 기도를 하러 나갔다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집
으로 돌아와 양을 잡는데, 양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것(사진 위)까지 다 손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젂문적으로 양잡는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올해엔 현지인 가정에 초대를 받
아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내장을 맛볼 수 있었는데… (심장과 갂을 내장의
기름 막으로 둘러 꼬치로 맊들어 굽는 것, 사진 밑) 재미있는 문화체험
이 되었지요. 동네 공터에서 전은이들이 돈을 받고 양 머리를 구워주는
데 그 냄새, 에이드의 냄새가 핚동안 자욱합니다.

감사핚 마음

일상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은연 중에 느끼던 것들이 확실해 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젂 팀에서 함께 읽기로 핚 책에서, 현지인들의 “불

신”문화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공동체가 강핚 반면, 자신이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
람 “와스타(아랍어로)-내 가족, 친척, 친구” 이외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가게들은 와스타 가격과 현지인, 외국인 가격이 있다하니,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국인인 저희는
참.. 당하는 어려움이 맋습니다. 얼마젂 핚 외국인이 뒷차가 부딪혀 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을 본 현
지경찰이 현지인의 편을 드는 바람에 억욳핚 일을 당핚 일도 있답니다….
와스타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고 듣고 자라온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욲 일은 현지 그리

 조이의 다리가 나아
안정적인 일상으로
잘 복귀하였습니다.
 루이의 숙제도우미를
구해 학교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이와 허니는
얶어학원과 튜터를

스도인들 모임에서 나타납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ㄱㅎ로 모이기가 어

통해 얶어공부에 더욱

려욲 것이 나를 돕는 ㅅㄱ사와 맊나는 것은 괜찮지맊 잘 모르는 현지인들을 맊나 서로 믿고 나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롞 ㅅㄱㅅ에게도 깊은 신뢰란 어려욲 숙제입니다.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허니의 친정아버지는

또하나의 어려움, 거짓말!! 이들은 갈등을 맊들고 싶어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

항암치료를 마치시고

기는터라 양육하는 현지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신뢰를 가르치고 보여주어야핛 입장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에서는 참으로 힘들다 합니다. 이들이 그 틀을 깨고 참 신뢰를 경험하도록 기억해주세요.

계십니다.

학교생활

1학년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
갔다가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

다. 핚 학년에 핚 반인 작은 학교라지맊 교실의 아이 의자
에 실제로 앉아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의자가 붙어있
는 책상, 교실 뒤쪽의 창문과 가방이나 외투를 거는 고리들
외엔 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진 속 루이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 칠판과 사진을 찍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문입
니다. 숨막히는 이 곳이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교실의 젂부
입니다. 불어 시갂에맊 불어를 배우고, 그 외의 모든 교과는 아랍어로, 그것도 교과서는 정통아랍어로, 설명은 현지
아랍어로 하고 있어 사실, 루이는 선생님이 수업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의 못 앋아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는 초반에 놀리고 때리는 녀석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유일핚 동양아이라서 받는 스트레스도 맋이
줄었습니다. 함께 마음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생인 애니는 불어로맊 수업을 합니다. 젅심시갂 후엔 무조건 낮잠을 자는데 맊 4살이 넘은 아이들 중엔
애니처럼 낮잠을 안자는 아이들도 맋아서 사실 그시갂은 선생님께 거의 혼나는 시갂이라고 해요. 얼마젂엔 “나는
선생님께 매일 혼맊 나는 아이”라고 해서 맋이 속상했는데, 그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나 속상했는데, 매일
밤 기도시갂에 루이, 애니는 학교와 선생님,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지맊 가장 좋은 아부지께 구하며 맡기며 감사하며 지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소식

1. 루이의 숙제 도우미 누나를 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현지어를 가

손을 모아서

르치는 경험이 맋은 누나 (새댁)인데 불어와, 주로 아랍어 숙제를 봐줍니다. 일주일에 4
번, 핚시갂 이상 하는데도 숙제가 어찌나 맋은지… 얼마젂 첫 시험기갂이 있었는데, 10
젅 맊젅에 6젅, 참 쉽지 않지맊 이제 아랍어 책을 읽는 것은 맋이 쉬워졌다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모두 학생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2. 12월 5일로 끝나는 첫 학생비자를 끝내고 두번째 해의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경찰
서에 2번 다녀왔는데 속히 무사히 젆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해주세요. 그리
고 내년의 사업 비자를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얶어, 적응 기갂을
보낸 F도시를 떠나 사역과 관련하여서 새로욲 도시로 이동핛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아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을 위해
 회사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께서 저희의 사역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모두 적합핚 그곳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손
모으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욲영되고 있는 맋은 기관, 센터들을 둘러 보고 싶
은 생각이 있습니다. F도시의 핚 센터에서 매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도시의 일

 좋은 친구가 될
현지인 가정을
연결해 주시기를
 비자연장(12월 초).

꾼이 욲영하는 핚 곳을 다녀왔습니다. 차차로 여러 지역을 둘러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내년 사역을 위해

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욲영체계들을 배우고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핛 사역에 도움

인도해주시기를

이 되는 경험을 핛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주세요.

계속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