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호랑이해가 밝습니다. 
설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ㄱㄷ합니다.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설은 저희가 섬기는 민족과도 날짜 계산이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두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해우하고 대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며 보내고 돌아옵니
다.
3년째 계속되는 감염병 사태로 컴퓨터를 가지고 귀가하였으나 2월 14일부터 정상근무를 약속했습니
다. 
대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도 7일로 길지만 개인 연가도 대개 이 기간 앞뒤에 씁니다.

예라 자매도 그렇게 아들 초놀이 방학하자 마자 귀가하여 롱투 형제와 함께 현내로 이혼수속을 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도 자료 미비로 결국 헛걸음을 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핵산검사와 격리기간을 고려하여 일찍 귀향하는 바람에 헛걸음을 하였답니다.

과연 초놀 개학 전까지 그  공무원들이 돌아와 수속을 마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두사람이 이미 오랜동안 별거중이고 충분히 숙려 및 합의한 내용이지만 
왠지 ㅎㄴㄴ께서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린형제 부부는 오미크론으로 강화된 방역규정 때문에 올해 구정을 처가에서 보낼 생각으로
추운 따오현 겨울을 피해 샹현에서 머물면서 롱쟝형제와 롱짜자매에게 맡겨진 짐을 나누어 져주었습
니다. 
대신 따오현 사역의 짐을 롱짜자매가 나누어 져주는 아름다운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롱짜 자매가 그래도 M.Div를 졸업했다고 린형제가 많이 세워주는 모습도 참 좋았고
여형제 귀환이 어려워지면서 내내 썰렁했던 샹현 센터가 화기애애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
다.
다만 유행하는 감기에 오랜 동안 심한 고생을 하고 나서 써라 자매는 B형간염, 
린형제는 결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갓 돌을 지난 찌아인은 추가 예방접종을 위해 
결국 1월 하순 해안 지역에 있는 린형제 고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ㄱㄷ해 주세요.

이를 위해 린형제 파송기관장과 제가 협의하는 가운데 겸사 겸사
매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샹현과 뻔진의 대체 사역자 요청 건에 대한 결과를 문의했는데
역시 현지의 부정적인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감염병 사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책임자 역시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없다는 매우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
다.
짐작했고 이해도 되지만 속상했고 함께  간절히 ㄱㄷ해 온 지체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
다.
인구가 많은 도시라면 센터를 옮기고 사람을 바꿔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만 
저희 사역지는 핍박과 배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좁고 뻔한 곳입니다. 
당분간은 번역팀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며 헌신자를 기다리자는 제 도전에 
동역자들은 다소 놀랐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번역팀 동역자들에게 ㅅㄹ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생님께서 쿤왕자매와 교재중인 장형제를 데리고 산행에 다녀왔습니다. 
파송회사에서 보내주신 선물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다만 조선생님도, 초행인 장형제도 고산반응 때문에 꽤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형제에겐 이번에 감동을 받고 샹현 사역에 헌신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에 호기심과 관심마져 잃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귀향하여 명절 전후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 뵈며 혼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조선생님도 계속 바쁜 일정 뒤에 이어진 산행이라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김유진 선생 거류증 신청도 잘 접수되었고 런현 사무실 정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나 지사 은행 구좌 해지 건과 처음하는 전체 사역팀 월례회 및 행정 체계를 잡는 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ㄱㄷ해 주시기 바랍니다.

롱쟝 형제가 교제 중인 자매와 함께 훈련을 받겠다고 올해 3월로 훈련 일정을 미루었는데 
다시 결혼하고나서 내년에나 가겠다고 하여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2009년 롱투 형제가 예라 자매와 결혼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른 임신으로 훈련 일정을 미룬 것이 결국 이듬해 가정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롱쟝 형제도 당뇨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전혀 절제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결혼 할 자매도 간질이 있어 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롱쟝 형제라도 말씀으로 훈련 받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팽팽한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ㄱㄷ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바나바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