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혜로 러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를 경유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야 들은 소식은 외

국인으로서 러시아 모스크바 직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입국 허락해주지 다른나라를 경유

해서 들어가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엘에이 공항에 입국수속을 시

작하는 시간에 알려주어 잠시 당황하였지만 코로나 PCR검사 후 3일 이내로 입국 해야만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기에 속히 당일날 모스크바로 직행할수 있는 비행기를 찾았고 감사하게도 

예정된 날짜에 입국하고 로스토프에 도착할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심을 다시 실감하며 로스토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거주등록 6개월 연장을 위해 

러시아는 1년에서 3년 멀티 비자를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지 않고 3개월 마

다 국경을 나갔다 오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받은 비자는 다행히 6개월을 지속적으로 머물수 

있는 비자이며 입국한지 6개월 이내에 근접해 있는 가까운 나라로 러시아 국경을 나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나갔다 온다면 돈과 시간을 들여 그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하는 등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저희는 입국한지 7일 이내로 해야하는 거주등록을 하러 우체국과 이민국을 방

문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스템이 바뀌었고 우리와 같은 6개월 동안 체류할수 있는 비자는 

본적이 없다면서 비자가 이상하다고 의심하면서 거주등록을 안해주고  

이곳 저곳 다른 7-8개의 기관에 보내 졌을뿐, 결국에는 3개월짜리 거주등록을 받을수 밖에 없

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이곳에 체류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

일 내에 6개월 거주 등록을 연장할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희의 거주등록을 도와준 현지인들이 많이 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였다가 마지

막 날에서야 3개월짜리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했지만, 국경을 3개월마다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6개월로 순조로이 거주등록이 연장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강의를 위해서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소망교회를 인도하시고 정기적인 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

도 수가 들어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에 5명이 새가족 등록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희가 오자마자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었고, 말씀공부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분들이 지

난주부터 시작한 생명의 삶모임에 17여명이 신청을 하여 첫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된 생명의 삶 13주동안의 공부과정을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쳐서 새로운 

분들이 소망교회에 잘 정착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모실 예배실을 위해서 

영유아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어 교회에 자모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본당이 매우 긴 편이라 제일 뒷편에 자모실을 만들어서 영유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들이 예배를 잘 드릴수 있도록 돕기위해 자모실을 만들려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으로 자모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하심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강단 보수작업 

소방당국에 의해 지적받은 부분 가운데 강대상 수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장식된 부분

을 제거하고 새로 천장과 바닥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꾼과 함께 경제적

으로 보수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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