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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한인교회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벌써 12월에 접어든다고 생각하니 숨가쁘게 달려온 느낌입
니다. 내놓을만한 결과는 없는데 벌써 한해가 지난다 생각하니 아쉬움이 밀려듭니
다.

11월은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갔다가  
가벼운 복장으로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쯤 해서는 쌀쌀한 기운에 옷을 덧
입습니다. 아직 큰 추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먼 산에는 첫눈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 곳 질리나에서도 첫 눈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집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질리나에서 2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비트코우쩨(Vitkovce)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슬로바
키아 형제교단(Brethren Church)에 소속된 현지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입니
다. 저와 우진이, 그리고 한 가정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대략 
35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저희에게 생소한 언어이지만 박
수를 치며 열심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담담하시는 마르틴 까츄르(Martin Kačur) 목사님은 주일 오전에 현지인 
교회를 사역하신 후 오후에 집시교회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
는 스피쉬카 노바 베스(Spišská Nová Ves)는 슬로바키아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
니다. 슬로바키아 동부에 집시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 지역도 주변에 작은 집시촌
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우쩨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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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집시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에는 우진이가 함께 해서 통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언어가 잘 통하
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집시들에 관심을 갖는 일이 저희 교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시사역을 해나가시는 현지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분들
과 협력하는 것 또한 저희 교회의 몫이라 생각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려 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부터 집시를 위한 성경 티칭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형제교
단 내(內) 집시 사역을 하시는 네 분의 현지 목사님과 10년 넘게 동부 지역에서 집
시성경을 번역 중이신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사님 한 분이 모임을 시작하셨는데, 
저에게도 참석해도 된다 하셔서 매달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집
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중에는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질리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폴란드 국
경 지역에서 지내던 가정인데, 남편 직장 때문에 질리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터라 아직 교회가 낯설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등록 후 바로 화요큐티모임에 나오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가정도 많았고, 유럽 내 다른 나라로 직장을 이직하시
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그동안 등록하셨던 가정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가정이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니 교인들도 많이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12월 첫 주(1일)에 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기에 함께 모여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
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별모임을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조별기도회를 실시하고, 현
지 목회자들과 연결하여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조별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담당 사역을 맡기고 사역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맡은 사역들
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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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성탄절 기간은 큰 명절입니다. 한국에는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 있다면, 슬
로바키아를 포함한 유럽에는 부활절 기간과 성탄절 기간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오붓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질리나에 있
는 기아자동차 공장도 휴무를 갖기 때문에 한인들은 한국에 들어가거나 각지로 여
행을 떠납니다.

유럽에 있는 유럽한인침례회에서는 이 기간에 학생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유럽 각지
에 있는 한인침례교회와 한인선교사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참석을 합니다. 올 여름
부터 계속 준비 중인데 재정적인 부분과 행사 세부적인 사항들이 잘 준비되기를 바
랍니다.

아래에 12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은혜 안에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
랍니다. 늘 보내주신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저와 저희 가정도 올 해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일원, 조정선 (동인,우진) 올림

※ 12월 기도제목
① 매달 참석 예정인 집시를 위한 성경 티칭 모임을 위하여
② 내년 현지 교회 및 목회자들과의 협력방안을 위하여
③ 12월 첫 주에 있는 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위하여
④ 새롭게 시작하는 조별모임과 부서 사역을 위하여
⑤ 가족들의 영적 성숙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