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10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국은 거리두기 2.5 단계를 종료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발생 숫자
가 100명 선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방역과 대처
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2주전만 해도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가팔라서 십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숫자가 유럽에서 제일 상황이
안좋다는 체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결국 슬로바키아는
봉쇄령(lockdown)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개월 간 누적확진자 추이)

두어 달 전만 해도 체코와 폴란드 국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는 특정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몇 도시의 지
역보건소는 환자 수용 능력이 모자라는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
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민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확진자 발생 현황)

전국민 항원 검사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도시들부터 검사를 실행했습
니다. 저희가 사는 질리나(Žilina)시(市) 위에 있는 세 개의 도시들 , 나메스또
보(Námestovo), 뜨브르도쉰(Tvrdošín), 돌니 쿠빈(Dolný Kubín), 그리고 슬
로바키아 북동부에 있는 바르데요브(Bardejov) 총 4개의 도시 내 주민을 대상
으로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흘 전에 이 도시들에서 이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91%의 주민이 참
석하였고 검사 결과 양성 비율은 3.5-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확진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과 어제 주일 이틀에 걸쳐 나머지 전국민에 대한 항원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던 터라 저와 아내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체 국민의 1% 정도가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리나 지역 검사 장면)

저와 아내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나와야
출퇴근이 허용됩니다. 우진이는 검사를 안받았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한
주 동안 외출이 금지되며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11월이 시작되다보니 좀 분주했습니다. 교회 예배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모든 대면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대면모임은 없지만, 온라
인으로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직들과 조장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
행하고, 주중 성경공부는 카카오톡에 교안을 올리고 하나의 주제가 끝날 때 온
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도 대면으로 모이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사들과도 대면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줌(zoom)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서로 온라인 수업을
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상황에 계속 대처하면서 지낸 지
난 한 달이었습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졌다가 다시 포근해졌습니다. 보름 전에 첫 눈이 오기는 했지
만, 기온이 올라 금새 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겨울인지라 아침저녁으로 바람
은 쌀쌀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국민 항원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봉쇄령을 해제할지, 아니면 더 연장할지를 결정하게 됩니
다. 유럽 내 각국의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쉽게 봉쇄령이 해제될 것 같지
는 않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다방면으로 유익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11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 드림

※ 11월 기도제목
①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누그러들도록
② 코로나19 상황에서 슬로바키아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③ 동부 지역에서 집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 필요들이 잘 채워지
도록
④ 질리나한인교회 교우들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⑤ 코로나19와 추운 날씨 속에 가족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