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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과 어둠에 싸인 이 세상 그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삶을 소망하며 루마니, 

아 소식 전해 올립니다. 

♣ 이곳의 상황

루마니아 백신 접종률이 퍼센트도 못 미치고 있고 약 한 달 전에는 많은 감염  40

자와 희생자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펠디와라 교회 성. 

도 중에도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기도 하였지만 주변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어 감사합니다 교회 모임과 활동에는 제한이 있지만 큰 제약 없이 모임을 이루. 

고 있습니다. 

   

♣ 주의 은혜를 힘입는 펠디와라 교회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 씨를 뿌려왔던 많  , 

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 

세속주의 물결을 쫓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매 주일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는 그동안 위축된 부분도 있. 

지만 아이들의 전도와 양육에 힘쓰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 

다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일부만 교회에 남고 일부는 서부 유럽국가로 . , 

떠나기도 하고 일부는 세상으로 떠나 안타깝습니다만 서유럽에서 오랫동안 믿음 , , 

없이 지내던 아이들이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와 교회를 찾는 것을 보면서 주일학교

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건축을 기도하는 뜨르너베니 교회 

성도가 늘면서 교회의 장소가 비좁아 층을 올려 공간을 활용하고자 기도하고 있  2

습니다 가난한 집시들의 교회이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건축하고자 정성. , 

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업이 없기에 이들 중 일부는 서유럽에서 .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단기 건축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고향에 머문 성도들은 , 

때론 교통비가 없어 교회 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 뭔가, 

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당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일학교 일군을 세워가는 아라치 교회 

많은 수가 모이는 주일학교 전체 모임은 이루지 못하고 어린이 제자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일. 

부 아이들이 매일 묵상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 

이 믿음으로 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까지 잘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 

니다.

♣ 기도처소를 위한 계획  

브라쇼브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으 

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 기도 처소를 위해 브라쇼브 근. 

처의 산에 있는 조그만 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저. 

절로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서 가끔 교회 지도자들과 펠디와라 성도, 

들과 함께 기도하곤 하는데 아무런 건축물이 없기에 비나 강렬한 햇빛을 피할 공, 

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곤 했습니다 간단한 공간을 마련하여 상시로 기도할 수 있. 

는 기도 처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식♣ 

  월에 아내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합니다 년 전에 오른쪽 무릎 암으로 뼈를 두2 . 37

번 긁어내었는데 지금까지 통증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저도 병원 진료를 위해 함. 

께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1. 

뜨르너베니 교회의 증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2. 

산 기도 장소에 간이 처소가 마련되도록3. 

가족의 건강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4. 

변함없이 루마니아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사랑과 섬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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