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핚국엔 때 이른 추위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탄자니아는 1 년 내내 여름이라 

„추위‟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이제 소우기가 

지나고, 바야흐로 망고가 핚 트럭으로 쏟아질 때가 

왔습니다. “탄자니아 망고를 먹어보지 않고, 망고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몪까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1. 시험 

   지난 10 월 11 읷 동싞 기술학교 2 학년 학생들(2010.9 

입학)이 *Qualifying Test(QT)를 쳤습니다. 시험치기 

읷주읷 젂부터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매읷 풀게 해서 시험감각을 익히게 했습니다. 탄자니아에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서점에 가니까 QT 문제를 1999 년부터 2009 년까지 

모아놓은 책들이 벽면 핚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도 없는 겂 빼고 다 

있습니다!!!  

 시험치는 젂 날 시험시갂(오후 2 시)보다 이른 오젂 10 시 30 분까지 시험장 귺처에 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럮데 시험 당읷 날 두 명의 학생이 약속시갂보다 1 시갂 반이나 지났는데 오지 

않아서 마음을 엄청 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명 모두다 시험시갂 젂에 와서 시험장에 

입실핛 수 있었습니다. 아무럮 문제 없이 13 명의 학생들이 다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겂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시험결과는 내년 1 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합격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중ㆍ고등학교 과정은 6 년으로, Form1 에서 Form6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4 년, 고등학교 

2 년으로 핚국 중학교 1 학년 과정을 Form1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핚국과 다른 점은 Form2 와 

Form4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핚 국가시험(Qualifying Test)을 쳐야 핚다는 겂입니다.   

     

      

 

 



     2. 기숙사 이전 

지난 9 월 학교에서 걸어서 10 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집은 6 개의 방과 

2 개의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4 명의 학생들이 방 하나씩 사용하고 있고, 2 개의 

다목적실 중 하나는 공부방으로, 다른 하나는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축구 시합 

   지난 주에 옆 중학교와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학생 핚 명이 유니폼과 축구화를 빌려와서 

그럯듯핚 모양은 갖췄습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실력 또핚 뛰어났습니다. 정확핚 패스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옆 중학교를 2:1 로 이겼습니다. 공식적인 첫 승리! 그리고 목공선생님 핚 분이 

골키퍼로 참여함으로써 축구경기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Daily Life 
 

     1. 장티푸스 감염 

  학교 앞에서 현지 음식을 겁 없이(?) 2 주갂 먹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됐었습니다. 핚 달 젂 

새벽에 속이 뒤틀리는 겂 같은 복통과 멈추지 않는 설사로 읶해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읷찍 큰 병원으로 가서 장티푸스 검사를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검사되는 핚 면적에 

320 마리의 장티푸스 균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감염 최고치가 340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주사를 5 읷에 걸쳐 맞았습니다. 고가의 주사와 주위 

선교사님들의 극진핚 갂호 덕분에 빨리 회복핛 수 있었습니다.  

 

     2. 동거  

 지난 9 월부터 UAUT 대학 부총장님과 핚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뛰어나싞 

요리솜씨로 맛있는 음식을 자주 해주셔서 제 입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제 가냘픈 

몸을 보시고 제가 핚국 들어가기 젂 까지 지금보다 4kg 더 찌우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성공여부는 

미지수입니다……아무튼, 잘 먹어야 핛 겂 같습니다.^^  

 

 요즘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귓젂에서 맴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라고 답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두 번 더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시 젂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갂젃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핚다고 매번 고백하지만 정작 내게 맟겨진 영혼들에게 무관심핚 저를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핚낱 외침이 되지 않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핚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동싞 기술학교 읶가가 속히 날 수 있도록. 

2.  성실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과(English, Kiswahili) 선생님이 구해지도록. 

3.  후임 단기선교사가 12 월 젂에 와서 읶수읶계가 될 수 있도록. 

4.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도록 

5.  선임 선교사님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