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이제 개나리도 피고 땅에서는 파란 새싹들이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
들레와 함께 이름모를 들꽃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는 잎
을 나려는 듯 움이 돋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4월까지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사람들도 주말에는 가족들
과 트레킹을 즐기고, 주변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어제는 점심을 먹은 후 교회 앞에 있는 둔치를 따라 30분 정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강이 넓지는 않지만 꽤 긴 강이 교회 앞을 흐릅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강 중 가장 긴 강이 바흐(Vach) 강인데, 그 강의 지류입니다. 운동을 잘 
하지 않다보니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3월을 시작하며 주일학교를 개학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은 방학을 하고 
3월에 개학을 합니다. 이번 학기 주일학교 모임부터는 부모들이 함께 자녀들
과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믿음생활이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 이
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들도 모두 참석하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현재 4주간 진행되면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 안에 어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으로 신앙의 모
습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진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난 3월 중순경에는 베트남 BACH 선교회 대표되시는 이상훈 목사님께서 오
셔서 학생회 워크샵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셨다가 이곳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학생들을 섬겨주셨습
니다. ‘4차 산업혁명과 나’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의 신앙과 진로에 대해 강의와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가주 노바토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병인 목사님께서 수요예
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키르키즈스탄에 선교사역을 가시는 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
께 하여 주셨고, 평소 수요예배 참석인원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여 귀한 은
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주에 신청한 지 40일 만에 비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유효기
간이 2년인 비자입니다. 이렇게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
니다. 그리고 다시 한 텀(term)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자를 받으러 간 날도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
기에 긴장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 비자를 받고 나왔습니다.



4월에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전교인 저녁기도회를 계획 중입니다. 전교인이 함
께 모여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
주일이 지나면 유럽한인침례회 모임을 갖습니다. 전(全)유럽에서 사역하는 목
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총회를 갖습니다. 이번
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곳 질리나에서 차로 10시간
이 넘는 먼 길입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각지에서 모이는 이유는 1년 만에 뵙기 때
문에 반갑기도 하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이런 모임을 통해 사역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4월 기도제목을 함께 보냅니다.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를 지나며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4월 기도제목
 ①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에 귀한 은혜 주시도록
 ② 동부 지역 집시사역 방문이 잘 이루어지도록
 ③ 질리나 집시어린이 모임(롬코 클럽)이 잘 진행되도록
 ④ 4월 22-26일에 있는 유럽한인침례회 모임을 위하여
 ⑤ 가족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