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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파라과이는 처음이지?

스페인어 한마디
■ Que lindo dia!
께 린도 디아!
날씨 좋다!

지난 3월 12일 한국에서 여지현선교사의 언니와 조카가 파라과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기에 진심으로 반가웠고 또
오랜시간의 비행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는 오기 쉽지 않은 길을
기쁨으로 와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언니와 조카는 한달간 저희와 함께 지내며 파라과이를 다녀보고, 앞으로
저희가 사역하게 될 시우다드 델 에스떼도 둘러보며 파라과이 문화와
생활에 대해 함께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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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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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예수회 유적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in파라과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6시간정도 떨어진 엔까르나 시온이라는
남부도시에는‘레둑시온’이라 불리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관광개발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중 방문객이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 은 1705 년 예 수 회 선 교 사 들 에 의 해 서 인 디 언 선 교 를 위 해 세 워 진
마을입니다. 마을 안에는 집, 교회, 학교, 공방, 농장 등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767년 스페인정부에서 내려진 선교사 철수명령으로 인해 모든
선교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갔고, 이 곳에서의 삶이 어려워진 과라니인디언들은
다시 정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홀로 남겨져 있던
레둑시온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지금은 터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 선교촌 내 인디언들이 살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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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역사
62년간 유지되었던 선교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디언들의 자립이 불가능 했고,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채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팠습니다.
이러한 파라과이 선교역사 앞에서,
저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인디언사역의 방향이 결국에는 인디언들을 선교적 존재로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선교적 교회가 재생산 되는 것이어야 함을 배우고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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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마을 방문
feat.성찬식

지난 3월 24일 가족과 함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성찬식이 진행되어 인디언 지체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묵상하며
엄숙하게 진행된 성찬식이었는데
성찬식을 대하는 인디언 지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조카도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자기 보다 형, 누나의 또래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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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수만 있다면..

#비#진흙길#간절함

지난 4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다시 6시간을 달려 시우다드 델 에스떼로 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내내 비가 오기 시작했고, 주일 오전까지도 비가 내렸습니다.
인디언 마을은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8.6km 정도가 흙으로 되어있는 비포장 도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오면 길이 온통 진흙뻘이 되어서 자동차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아순시온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주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인디언 지체들과 함께 나눌 계란과 빵, 소시지 등도 냉장고에 보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토요일 밤동안 비가 내렸고, 주일 새벽 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갈수 있는데 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인디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길에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두번째 길은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마지막 대안이었던 세번째 길에는 이미 차 한대가 진흙뻘에 빠져서 차주인 없이 차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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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나무가 폭우에 쓰러져
길을 가로 막고 있었어요!

조금 더 돌아 두번째 길로 향했지만
역시나 뻘이 생겨 지나갈 수 없었어요

몇 번의 고비를 무사히 지났지만
이미 다른 봉고차 한대가 뻘에 빠져
주인도 없이 버려져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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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길이 없어서 저들에게 가질 못하다니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마게도냐 사람을 봤던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저기 길 건너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국 준비했던 300개의 계란은 전부 폐기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는 참담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아순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인디언
마을까지 비포장 도로는 약 8.6km입니다.
이 구간에 돌길이라도 깔려서 비가 와도 인디언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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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1주년 이벤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많은 분들이 댓글과 카톡을 통해서 응모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는 물론 남미 대다수의 나라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가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두루미가
아기를 주머니에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임산부주차구역을 저 그림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이었습니다.
당첨자 이*희 · 강*영 · 장*희 · 김*진 · 채*미
사역의 열심과 더불어 동역자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합니다. 깜짝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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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선교사

기도해주세요

언어의 진보가 있어서 현지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여지현 선교사가 원인모를 손끝과 손바닥의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인디언마을 우물공사가 진행예정입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물이 나오는 지점을 잘 찾아내서
인디언마을이 자립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디언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에 돌길이 깔려서 인디언 지체들과
날씨의 제약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김진건 creation85

여지현 diosa0115

■ 이메일
last-hero21c@hanmail.net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920-982396-144
예금주 GMS김진건/여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