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있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저와 가족 모두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
에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지구온난화의 영
향 때문인지 많이 춥지 않습니다. 간혹 눈이 내리는데, 예년에 비하면 현저하
게 눈이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이 되면 슬로바키아에 들어온 지 만 9년이 되는 날입니다. 9년 
전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정신없이 들어와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야 할 지 막
막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루시는 많은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올해 신년예배는 저희 한인교회만 드렸습니다. 재작년부터 현지교회와 함께 신
년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9월에 한 번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
문입니다. 연합예배는 일 년에 한 번 드리지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
간들을 계획해보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개신교단들은 매년 1월 셋째 주를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주간은 현지 개신교단들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주중 하루는 
한 교회에 모여 개신교단 대표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2020년 슬로바키아 개신교단 기도주간)



슬로바키아 전체 인구는 대략 550만 명입니다. 그 중 개신교 비율은 10% 정
도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90% 이상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는 의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우세한 슬로바키아에서 개신교로 옮기는 
사람들의 경우 루터교회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 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형제교단 등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인들이 볼 때 루터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개신
교를 분파, 소종파로 여기거나 심한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
(cult)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 슬로바키아 동부지역에서는 사도교회(오순절계통)를 중심으로 집시사역에 
집중하면서 개신교를 대하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제교단은 3년 전부
터 총회장이 교회개척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교단의 주요사역으로 삼고 진행
하고 있는데,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곳곳에 천주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작은 마을까지 천주교회가 다 들어서있고 매주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복음 중심의 교회들은 여전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바랍니다.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질리나 지역에 집시어린이모임(Romko club)
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일 년 동안 이 모임을 맡았던 
형제가 타지역 기독초등학교 교사로 가면서 현재는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질리나 집시어린이 모임)

집시 어린이들을 모임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각자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동의하에 책임자가 어린이들을 모임 장소까지 인솔하고 



끝난 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모임을 
이끄는 책임자는 집시 어린이 부모들과 친분이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하다 보니 누군가 이 모임을 책임지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시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도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저희 질리나한인교회는 조별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조별모임을 시작합니다. 구역모임, 목장모임 비슷한 모임인데, 구
역장이나 목자의 역할보다는 조모임과 기도모임을 인도하는 역할만 조장에게 
맡겨서 조별모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별모임의 핵심은 기도회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오후모임을 조별기도회로 하
려 합니다. 1월 달에 첫 모임을 했습니다. 각 조장에게 자율적으로 모임을 인
도하도록 맡겨드렸더니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더불어 각 조에서 나온 기도제목
을 수합해서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해나갈 예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2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
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2월 기도제목
 ① 지역 한인사회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② 현지교단과 협력하여 복음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③ 현지교단의 교회개척사역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④ 질리나 집시어린이모임 책임자가 세워지도록
 ⑤ 직분을 맡은 이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