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류용덕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몇 달간 여러 나라를 다녀왔고 특별히 지난 딜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약 20명의 가난속에 오늘도 싸워가는 어린이를 돕고자 기도하는 후원자들과 함께 컴패션 비전트 

립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전 세계의 5백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며 이는 하루에  

매일 1만5천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5백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사망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약 3백만명의 아이들은 단순히 영양결핍(Malnutrition)으로 죽어간다 

는 사실은 너무 영양과다로 몸의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오늘날의 수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과는  

새삼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정부의 기능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민족, 

종교간의 분쟁도 없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

는 국가입니다. 농사를 대부분의 수입으로 삼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쌀을 나라 자체로 공급하는 아프리카 국

가중에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심각한 빈부격

차와 사회간접자본 부족, 아동 영양실조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등도 안고 있지만 그래고 아프리카에서는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 중에 하나 입니다.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포르투갈,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화, 독일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 동안의 식민지 생활과 노예 수입의 근원지이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1964년 탕가니카 

(Tanganyika)와 잔지바르(Zanzibar) 지역이 통합하면서 지금의 탄자니아(Tanzania)공화국이 탄생하 

게 됩니다. 

 



<마사이족 방문> 

이번 트립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방문 중 하나가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마시이 족 방문이

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아루샤(Arusha)라는 지역에는 약 8만명이 넘는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습

니다. 마시아족 마을에 있는 컴패션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도 처음으로 마시이족 방식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마사이족의 특별한 전통적 환영을 받으며 새롭기도 하고 이들

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마사이족 마을 컴패션 부모님들>             < 탄자니아의 언제나 해맑은 어린이> 

마사이족은 지금도 전기와 어떤 문명의 도움없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

금은 아프리카도 문명화된 나라들이 많아서 많이 개방 되어있지만 여전히 손으로 나무를 비벼 불

을 피워 사용하고 전기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한 탄자니아 마시이족 센터는 

학생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밖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 센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컴패션에서 제가 놀랍게 알아가는 것은 바로 양육의 힘입니다. 다른 NGO단체와는 아주 

다른 톡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단순히 

재정적 후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패션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불쌍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나 성경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영적 교육을 해주는 단체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

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내적 가난을 벗기는 것입니다. 내적 가난이

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비참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

는 나약한 존재라고 믿는 가난입니다. 이 내면의 가난은 끊임없이 가난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

어가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진리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도움은 순간은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배고픔

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난의 저주의 끈을 스스로 끊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의 도움

만을 기다리는 의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트립을 인도할 때 마다 이 수많은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 



에 큰 부담만 가득가지고 돌아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쓸려온 불가사리를 바다로 다시 던져

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마을의 노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버려 두어라 그

렇게 많은 불가사리를 언제 다 바다로 다시 던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죽게 될테니 

헛수고 히지 말거라”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제가 던지는 이 불가사리

는 살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비록 나의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도와주는 한 생명만큼은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 

습니다.  

신157-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 

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그들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가난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섬기는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작은 섬김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마음을 완아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한번 우리의 손을 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 탄자니아 트립을 인도하면서 지난 8년동안 

후원해오던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저의 아이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다려와 맞아

주는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설영할 수 없는 이상한 감동

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 감동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의미 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기도제목  

1. 다음달 10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 태국등 3차례 트립

을 다녀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 ”Safari”와 함께>                                    류용덕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