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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 아리차마을로 가다> 

<아리차 마을로 가는길> 

교통이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는 먼 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까지 오는데 미국팀이 19시간이 걸렸고, 한국에서

출발한 팀은 23시간이 걸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커피농장 마을사람들에게 커피 가공시설 (Pulping

Machine) 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설치해 주기로 약속 하였었습니다. 



열매(Cherry) 상태로 팔 때는 1킬로그램에 20센트 밖에 받지 못하지만 가공을 해서

열매껍질을 벗긴 상태(Parchment) 로 팔게 되면 약 50센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아하게 마시는 커피 한잔 속에는 가공시설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도 만성적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부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비들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콜롬비아에서 이곳으로 가공기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공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드 행사에 많는 사람들이 참여 하였고 빈손채움

재단을 통해 기부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곳 이르가짜페 아리차 마을까지는 자동차로 먼지길을 13시간

달려야 했습니다. 도중에 차에서 잠시 내려 마시는 제베나 커피의 맛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 맛이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문화와 삶이 천년의 세월동안 숙성된 맛

이었습니다 

<아르고(Argo) 마을 사람들의 환영> 

산지에 도착하니 마을 어르신들, 어린이들, 여인들 모두 약 200명은 넘게 모였습니다.

함성과 박수와 마을 전통 노래를 부르며 축제의 열기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 빈손채움 현수막 앞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은 저희들의 선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인사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아내와 저에게 전통의상을

입혔습니다. 

마을대표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중에,  

“이 가공시설로 인한 소득증대가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었으면.. 

“이분들은 어디서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마음이

아닐까? 



<2015년 5월 약속한날>

	

<2018년 1월 약속을 이행한날>

2년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킬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농부들에게 실망 시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온 터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어서 보낸 기계들이 창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공기계 설치를 위해서 규정에 맞게 가공공장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비가 2만불 정도 소요 된다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큰 자금이 없습니다.

기도제목으로만 가지고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장에서 점심을 > 



<꽃다발 환영>

	

<비니엄홍 선생의 마을 초가집>

비니엄홍 선생이 이곳에 오시면 머무는 초가집에서 늦은 점심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니엄홍 선생은 아리차 마을에 오신 지 11년이 되었는데 마을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마을사람들과 학교를 돕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줄 때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가 봅니다. 

<케냐로 넘어 가다> 



<나이바샤 (Naibasha ) 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걷고있는 일행 >

케냐에서 일행은 나이로비 근교에 있는 주택을 빌려서 여장을 풀고 에티오피아

여행에서 지친 몸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닥불을 지펴 놓고 별들을 보면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 해피 Children’s Home 방문 > 

지난 9월에 김해영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빈손채움 재단에서 공급한 영양파우더가

어린이들의 영양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맛이 있어서 아주 좋아

했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 1살된 버려진 아이 >

우리들이 행한 적은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어

저들의 빈 손과 빈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보면서 토마스 아 켐피스의 말이 생각 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선행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내적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적 빈곤은 이웃에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받지만 이웃의 도움은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You feed them !) 

이것은 주님의 분부 입니다. (마1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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