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
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복된 은혜 속에 건강히 잘 사역을 했습니다. 다
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의 겨울은 그다지 큰 추위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에 비해 눈도 많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이상기후 속에 있다고 하
는데, 슬로바키아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불어닥치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유럽에
서는 올해 2020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 더 줄이
도록 강화됩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일부 지역에는 노후된 디젤차량은 출
입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를 위한 각국의 방안들이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다보
니 많은 갈등들 또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질리나 지역에는 
기아자동차 유럽공장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규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
로 인해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자동차를 생산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업체들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이상기후
의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생존싸움을 벌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슬로바키아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들을 재정비하면서 여
러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심을 표방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상생과 갈등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 사는 질리나 지역만 봐도 최근 2-3년 사이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질리나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
성화되는 반가운 일도 생기지만, 난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경계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이 더 요구됩니다. 현지교단과 이러
한 일들을 상의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시작한 일이 현지 집시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학교입니다. 언어 장
벽이 있어서 저는 참석만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사역의 장이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집시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학교, 2019년 12월 모임)

더불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역할이 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내 
2세대, 3세대들이 다중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 현
지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역에 헌신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에 부름을 
받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지 백인사회에 아시아의 유색인종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 일이 쉽지 않
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한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럽한인침례회 겨울 청소년수련회)

2020년은 ‘감사하며 또 감사하자!’를 교회의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
에서든지 감사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 난민수용, 브렉시트(Brexit), 



급속한 이슬람화, 그리고 테러 위험 등이 상존하는 유럽 지역 안에서 이러한 
표어가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질리나만 해도 현지인과 로
만인(집시들)의 갈등, 급격한 빈부 격차, 내재된 인종 차별, 파시즘의 등장 등 
여러 문제들이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는 한 상존하는 갈등이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을 극대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런 표어로 한해를 지내고자 합니다.

아래에 2020년 1월 기도제목을 보냅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
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
사드립니다.

                                                        2020년 1월 2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2020년 1월 기도제목
 ① 예배와 감사가 충만한 질리나한인교회 되도록
 ② 슬로바키아 현지교단과 사역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③ 슬로바키아 동부 지역에서 집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잘 협력하
   도록
 ④ 올해부터 시작하는 조별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⑤ 아내가 강건하고 두 자녀 동인, 우진이가 건강하고 믿음이 잘 성장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