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별고 없으셨는지요? 저희 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
다. 함께 염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의 수치를 얼마나 신
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유럽 지역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처음 슬로바키아에서 나온 확진자는 이탈리아를 다녀왔던 사람이었고, 이후 이
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확진자가 많이 나
왔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잦아들어 한숨을 돌
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국경이 통제되고 있
습니다. 지난 부활절 연휴 기간에는 슬로바키아 안에서 도시 간 봉쇄조치도 내
려졌습니다. 부활절 연휴는 우리나라 구정과 같이 큰 명절이어서 고향을 찾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기간입니다. 이에 바이러스 감염을 염려한 정부와 보건당
국이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도시 간 봉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3월 22일 예배 후) (부활절 연휴 기간 중 질리나 광장에서)



처음에 질리나 지역 한인들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식자재 구입, 병원 및 약
국 방문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아예 바깥출입이 금지되는 것인지 등 어떻
게 보면 사소한 부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도시 안에서 활동은 큰 
제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보건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정부와 보건당국은 단계별 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재를 완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11시에는 노인 분들만 
마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0㎡ 이하 건평을 가진 상점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앉아서 먹거나 마실 수 없고 오직 포장
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 달 넘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토요일에 유튜브에 올리면 교인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기도회도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일영상예배)                           (고난주간 영상기도회)

두 달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보니,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교인을 만나
면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고 싶다는 전화나 카톡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언제쯤 만나 예배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잦
아들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예정됐던 유럽한인침례회도 무기한 연기가 되었
습니다. 유럽 내 각국 국경이 통제되고,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번 모여 선교
대회를 갖고 총회를 갖는 시간인데, 모두들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도 현지 목사님들과 모임들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매달 모이는 질리나
지역 형제교단 목사님들과 모임도 취소했고, 집시평신도 사역자 성경학교도 취
소되었습니다. 집시 평신도 사역자 성경학교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
다. 그래도 참여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동참해 왔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제교단 집시사역 목회자: 마르틴 까츄르, 보흐단 로하첵, 페떼르 프리쉬티악)

코로나19로 인해 저와 아내의 생활은 많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주중 모임과 한
글학교가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
는 중입니다.

큰 아들 동인이는 4월 중순까지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이번 학기 강의가 온라
인 강의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기숙사를 폐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둘째 아들 우진이는 9월에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
험이 계속 연기되다가 어제 시험 없이 내신만으로 진학한다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이제 지원한 세 곳의 고등학교로부터 합격여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 바랍니다.

5월 기도제목을 함께 첨부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 큰 힘과 격려를 받습니
다. 저도 기도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늘 건강유의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30일(목)

                                          서일원, 조정선 (동인,우진) 올림



※ 5월 기도제목

1. 1989년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슬로바키아 안에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의 재
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란하고 퇴락한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바랍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면서 슬로바키아의 의료붕괴를 걱정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내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금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
다.

3. 영상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질리나 한인교회 교인들이 구세주이신 예
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
히 순종하는 신앙을 갖도록 기도바랍니다.

4. 형제교단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기도바랍니다. 올해 계획했
던 일들이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함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기도바랍니다. 

5. 질리나 지역 집시 어린이 클럽을 운영할 적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바
랍니다. 현지 그리스도인 중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 모임을 다
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