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5월 한 달 별고 없으셨
는지요? 저희 가족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
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5월을 시작했는가 싶더니 내일이면 6월입
니다. 5월에는 기온이 많이 하강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낮기온이 20도를 넘
어야 하는데, 거의 15-17도에 기온이 머물렀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면서 어제
는 낮기온이 11도를 가리켰고, 밤기온은 8도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는 난방이 
다시 나올 정도로 싸늘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많이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첫 주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올림픽 시간을 가졌습니
다. 믿지 않는 가정도 초청을 하여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
다. 장소가 협소했지만 서로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슬로바키아 형제교단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습니
다. 일년 동안의 교단 살림살이를 정하고 일꾼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중 한분은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던 교회로 파송이 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직 목회자가 없는 교
회가 4곳이 있는데,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많지는 않지만- 계속 배출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저는 교단 총회를 가는 길에 질리나한인교회가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질리나한인교회가 현지 사역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까추르 목사님                 보흐단 로하체크 목사님             뻬떼르 프리쉬티악 목사님

교단총회 전날에 마르틴 까추르(Martin Kačur)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스피슈까 노바 베스(Spišská Nová Ves)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있
는 질리나에서는 2시간 20분 정도 거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부터 슬로바키아 
동쪽으로 집시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현지인 목회사역과 집시 사역을 함께 하
십니다. 목사님 댁에 들러 함께 점심을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기도바랍니다.

이후 보흐단 로하체크(Bohdan Roháček)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미할
로브체(Michalovce)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스피슈까 노바 베스(Spišská Nová 
Ves)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슬로바키아에 온 이래 가장 
동남쪽으로 멀리 간 경우였습니다. 이 곳에서 20여킬로 정도만 동쪽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국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시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보흐
단 목사님은 집시 사역에 전념하는 중입니다.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미할로브체(Michalovce) 형제교회에 방문을 했습니
다. 이 교회 건물은 1980년대 한 여자교인이 집을 사서 교회에 헌물한 곳입니
다. 사회주의 시절 집 내부를 교회로 바꾸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 5년 전에 3년에 걸쳐 외부 공사를 마쳐서 지금
의 건물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집을 
사서 드린 그 교인의 마음이 생각나서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둘째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뻬떼르 프리쉬티악(Peter Prištiak) 목사님
을 만나 사역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헤르마노브체 나드 또쁠
료우(Hermanovce nad Topľou)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작년에 슬로바키아 집



시 회의를 했던 장소로 주변에 많은 집시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현지 목회 
사역과 집시 사역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며 유럽과 슬로바키아 내 한인교회의 사
역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한인교회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도 했지만, 한편 
모슬렘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 많은 한인교
회들이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세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는 브라티슬라바(Brati-
slava)에 있고, 나머지 한 교회가 저희 질리나(Žilina)에 있는 질리나한인교회
입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시리아 난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집시들이 중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희 질리나한인교회는 형제교단
과 함께 집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하고자 합니
다. 더불어 천주교가 강한 이곳 슬로바키아에 참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래에 6월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6월 기도제목
① 슬로바키아 형제교단과 협력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② 전교인 수련회(8월 16-18일) 준비와 선교팀을 위하여
③ 질리나 집시어린이 모임(Romko Club)을 위하여
④ 지역 한인사회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⑤ 가족의 건강과 두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