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나(스페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이제 나라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상의 제한을 해제하는 분위기를 타고 국제
여행이 다시 회복하는 추세 가운데 외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비자 신청 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현지 교회의 초청으로
1 년 기간의 거주(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했는데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받는
것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게 인터뷰를 예약했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아 다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입국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주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른 기간에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서 스페인으로 입국하고자 합니다. 꼭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비전.”(롬 15:28) 사도 바울은 4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바나의 꿈으로

그의 복음 전파의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서바나 도착과 사역에 관한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초대 교부의 기록에는 바울의 서바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약 4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을 가슴에 품고 바울은 그가 선 곳에서 서쪽 바다 끝을
꿈꾸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오늘 우리가 선 곳에서 바울처럼 서바나를 꿈꿉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이 유대 땅에서 서쪽 서바나를 향하면서 주께서 행하실 일에 기쁨과
각오가 넘쳤을 것처럼 여기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의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동역자 소식:

김대영 선교사님(은퇴)과 강화식 선교사님(은퇴)은 최근 수술을 받고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고 곽상호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페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도 함께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적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지인과 함께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교회를
위한 사역자와 지도자를 훈련하고(training) 세워서(equipping)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이 비전으로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파송될 동역자들은 “교회를 위하여(For the
Church)” 주께서 보낸 곳에서 항상 기쁨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파송 교회(섬김의)와 모든 동역자 교회의 평안과 부흥이 있게 하소서
-● 스페인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스페인에서 함께 사역할 준비되고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 스페인 장기 체류를 위한 거주(종교) 비자가 순조롭게 잘 발급되게 하소서
-● 성인인 세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 막내가 새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저희 부부가 사역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살전 5:25). 감사합니다! 서바나를 위한 김해진, 한희숙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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