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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국경을 넘어  

<보코하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출몰하는 국도구간을 호송하는 군인>

[카메룬 접근불가(unreachable) 부족 마을을 가다] 

저희 일행은 챠드에서 카메룬 북단을 육로로 가기로 결정 했습니다 

챠드 자메나에서 새벽6시15분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카메룬 북부의 작은 도시 마로아(Maroua)

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덜커덩 거리는 먼지길을 12인승 미니버스에 12명이 탑승해서 11시간 동안 무릎을 펴지도 못하고

달려야 했습니다. 중간에 와자(Waza National Park)를 지나는 2시간은 보코하람의 테러 위험으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Military Convoy: 카라반과 우리를 호송하는 무장군인> 

카메룬의 서북은 나이지리아, 동북은 챠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써 프랑스를 공용어로 사

용하는 국가이며 문명지수 (HDI) 는 세계 188개 나라 중 150위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인접한 북쪽은 보코하람의 테러로 마을이 초토화 되거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참수

를 당하기도 합니다. 

1주일전까지도 우리가 지나간 길에서 5명의 인질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나간 루트는 위험해서 로컬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었습니다.  

< 드디어 도착한 마로아시의 유일한 호텔>  

	

<첫번째 방문한 마을에서>

[세 부족마을 방문] 

이튿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3개 마을을 방문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이미 1년전부터 TCD 프로젝트를 시작한 마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두방가라는 마을은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비교적 일찍 개발이 시작된 지역 이었

는데 두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가 괴한들에게 끌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사역이 멈춘 곳

이었습니다. 

이 곳 젊은이들이 개발의욕을 갖고 우리와 협력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재봉틀을, 젊은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농부들은 곡식가루를 만드는 분쇄기로 농가

소득이 늘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모든 자원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는

일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야기했습니다. 

돌산 넘어 있는 마을에서는 물을 길으러 산을 넘어 와야만 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두방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세 번째 마을은 마로아시로부터 약 2시간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늦은 저녁때가 되어서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약 100명의 교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

이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은 파리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곳에 우물과 교회를 지었다는 사

인보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까지도 사랑의 손길이 뻗쳤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판에는 “파리의 김재

일 목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마을의 왕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

다. 

부족사회에서는 보통 족장이나 추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킹” 이라고 불렀습니다. 

< 파리의 한인교회 기념간판>  

	

<핑크색 옷과 흰 모자를 쓴 마을의 왕>



<동네마을 전경>

마지막 날 마로아 복음주의 교회 (Evangelical Pentecostal church)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는

36명이 MVC챔피언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번 여정의 절정이며 기쁨과 감격으로 마지막을 장식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마을을 다니면서 마치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깝게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기 그냥 서있지 마시오” -마틴 골드 스미스의 책이름- 

돌아오는 기내에서 가슴이 저려 오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몇 조각의 빵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지난 1월말부터 약 1개월간 인도와 아프리카 4개국을 다니면서 사역현장의 소식을 4편의 기도편

지에 담아 보고를 드립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잘 감당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

든 분들과 현지에서 저희들을 섬겨 주신 동역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공동체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채종욱/박동희 드림 

• 빈손채움이 서부 아프리카를 품게 하소서. 

• 그냥 서있지 마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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