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지민 김예은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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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벌써 이곳 선교지에서의 삶도 거의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7월 한 달도, 선교의 복된 그릇으
로 쓰임 받기 위해 이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보고, 듣고, 익히면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 Puebla(뿌에블라) 역사 탐방
‘Puebla(뿌에블라)’에서는 ‘5 de Mayo(씽꼬
데 마요, 5월 5일)’가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지만, 이곳의 5
월 5일은, 멕시코 방어군이 강력한 프랑스 침
략군을 상대로 뿌에블라 지역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862년 5월 5일, 이그나시오 사라고사 세긴
(Ignacio Zaragoza Seguín) 장군의 지휘 아래,
수적으로 열세였던 멕시코군이 프랑스군을 물
리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프랑
스군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
휘하던 군대였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멕시코
사람들, 특히 전쟁을 치른 뿌에블라 지역 사람
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5월 5일의 영웅들 대로’와 같이 뿌에
블라의 큰 공원이나 대로 이름에는, ‘5 de
Mayo(씽꼬 데 마요)’가 붙여져 있습니다. 5월
5일은 뿌에블라 주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이날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
다. 역사 탐방을 하는 동안 박물관을 방문하고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에블라, 멕시코
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탐방을 도와 준 까리나와 함께

┃ Cholula(촐룰라) 지역 탐방
아내와 함께 ‘Cholula(촐룰라)’라는 도시로 지
역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촐룰라는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 뿌에블라 서쪽에 위치한 도
시입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전
체 모습이 다 드러나 있지는 않고, 아직 많은 부
분이 땅속에 묻혀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촐룰라의 거대한 피라미드

종종 언어 공부했던 것을 사용해 보기 위해
원주민들에게 인사하며 간단하게 안부를 묻곤
하는데, 확실히 ‘Cristiano(끄리스띠 아노 ,
그 리 스 도 인 )’ 들 은 많 지 않 고 , 대 부 분
‘Católico( 까똘리꼬, 천주교인)’들입니다.
훗날 이곳의 많은 이들에게 귀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완만한 언덕 모양의
피라미드 위, 그 꼭대기에 가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침략 당시
세워진 이 성당은 지금도 활발하게 미사가
드려지고 있죠. 위치적 독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촐룰라의 재래시장

촐룰라 중심부에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
대도시에 있는 마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정말 웬만한 쇼핑몰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멕시코도
생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보니, 그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곳에
온 지 고작 석 달인데, 처음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부부를 향한
동역자님들의 관심과 사랑,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희 부부가 2년간 성실하게
언어습득 및 문화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 언어를 배우고 알아감에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2. 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부부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3.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욕심과 교만함을 늘 경계하게 하소서.
ji5560@naver.com | 카카오톡ID: ji5560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6-689 KPM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