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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 입니다.

플랜은 70년 이상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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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넌 감동이었어!
카이로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낯선 공기와 함께 다가온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항 환전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어로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던 한 남자와 까만 히잡을 온 얼굴에 두르고 있던 여자.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
고 똑같은 배낭을 메고 있던 우리가 신기한 듯 힐끔힐끔 쳐다보던 사람들. 내색하진 
않았지만 낯선 풍경과 처음 맞닥뜨린 이슬람 세계에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이집트, 앞으로 우리가 2주를 보내야 할 곳이었다. 

지구촌을 간다 l

“앗살람 알라이쿰!”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이집트 봉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플랜코리아

와 함께 이집트에 파견된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어 6th October, 카이

로남부, 그리고 깔루비아의 세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 중 우

리 팀이 매일 오가던 깔루비아 마을은 카이로에서 차로 두 시간 가량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다. 아침 출근시간 꽉 막힌 카이로 시내를 벗어

나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하천이 보였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

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속을 알 수 없는 시커먼 물, 그리고 그 물

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인들. 내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이집트의 풍

경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관광객들로 넘쳐날 이집트에서 과연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일까 내심 궁금했던 의심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깔루비아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플랜이집트의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하자 마을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수도 없이 되뇌며 외워간 아

랍식 인사‘앗살람 알라이쿰’을 어렵게 입 밖으로 

꺼내자‘알라이쿰 쌀람!’이라고 어색한 내 인사에 

대답해주었다. 천진한 얼굴로 처음 만난 우리에게 

포근한 인사를 건네준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은 긴 

여정으로 지쳐있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곳에서 머물던 시간 내내 이집트는, 그리고 그곳

의 사람들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

로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켰다.

내 이름은 아미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플랜

이집트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청

소년클럽의 활성화는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주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곳의 청소년들과 우리는 일정 

동안 장애아동시설과 보육원이 함께 있는 깔루

비아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의 개보수 공사를 비

롯한 문화교류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묻어나던 첫날, 우 리

는 준비해 간 색종이와 서예도구를 

가지고 이들과 함께 종이접기와 한

국어로 이름쓰기를 했다. 너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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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amily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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