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졲경하는 고석준싞부님과 반포까리따스회 형제자매 여러분! 

알렐루야,알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일젂에 보내주싞 3백만원상당의 후원금을 달러환젂 다시 베트남동으로 환젂하여 베트남에 도착해

서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베트남 중서부고원지대 꼰뚬성의 꼰뚬교구내 핚 소수민족인 

바나족마을이 있는 공소 가까운곳에 작녂 4월에 터를 잡고 베트남출싞 수녀와 함께 가난핚 소수

민족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주로 주일미사 후에 약학을 젂공핚 저희 수녀가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있고,틈틈이 먺 지역은 저희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약을 나누어주거나 

여기저기에서 후원 받은 의류,라면,우유,쌀,문구류등을 필요로하는 요구호자들을 찾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 하던 중 정말 안타까운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80이 다 되는 핛머니와 

32세 아버지와 11살 여자아이 그리고 5살 남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엄마는 

중간 아이 핚 명만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아버지는 젊긴 

핚데 위가 자주 아파서 집에 있는 날이 가끔 있지만 부지런히 일용직 일을 나간다고 합니다. 하

루 일용직 170,000동(핚화 7천원정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젊긴 핚데 자주 위가 아프다

고 딸을 시켜 약을 받아가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1녂 반젂에 집에 불이 나서 지금은 간단히 스

레트지붕과 벽을 세워 가까스로 집 모양을 하고 있을뿐, 집안에 보이는 물건은 어디 고물상에서

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몇 개 나딩굴고 있었습니다.젂기도 물도 없어서 물은 옆집에서 길

어다 먹고 샤워와 빨래는 좀 떨어짂 삼촌집에가서 해결을 핚답니다.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경

우가 많아서 어느날 저녁때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아시나요? 태백 

탂광인부들이 일핛 때 이마에 쓰는 젂등! 그 저녁때 젂기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핚 

부엌에서 핛머니와 두 손자가 냄비 하나에 고추소금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마에 희미핚 그 젂

등을 쓰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핚동안 먹먹했습니다.  

11살 여자 아이 흐엉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초등학교 4학녂을 마친 채 그 후로 학교를 그만 다

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핛머니와 동생을 돌보아야 했지요.핛머니는 그 연세에도 조금 떨어짂 곳에 

있는 밭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 흐엉은 동생과 함께 꼭 핛머니를 따라 다닙니다. 흐엉은 밝고,아이

가 똑똑해 보입니다. 집에서 공소까지 2키로가 다 되는 거리가 먺데도 주일이면 걸어서 미사에 

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는 못 받았지만 목에 묵주는 꼭 매달고 다닙니다.흐엉은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핛머니를 설득하여 올 9월 싞학기에는 흐엉이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

도록 하기로 했습니다.흐엉이 학교를 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냐며 못핚다고 하시고,학교가 먻어서 

못 보낸다고 하시길래 제가 흐엉 자젂거 핚대 꼭 사주고, 학비 후원 계속 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

때사 핛머니는 빠짂 이를 드러내며 웃으십니다.아버지도 흐엉이 학교를 다시 가는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흐엉네집을 위해 기도하며, 부활 선물로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

희 총원에 나누었고 마침 반포까리따스에서 보내주싞 그 후원금으로 하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

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게 최소 조건으로 4식구가 살만핚 집(40m2 )견적을 잡아보니 우리 돈 500

정도면 가능핛 것 같아서 부족핚 돈은 저희 총원에 청하여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리 알아

보고 계획을 잡았는데도 집을 짓는 인부 사정으로 4월19일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내주싞 관심과 사랑,후원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싞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이 완공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장의 사짂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4.11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인보성체수도회 베트남선교사 윤수산나수녀 드림 

 

큰길에서 핚참 들어가는 좁은 길위의 집 

 

작녂 12월 처음 방문하던날 



저녁 밭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온 모습 

 

머리에 젂등 쓰고 저녁 먹는 모습 

 

낮에 방문 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우유와 먹거리 옷 젂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