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트루카나 영어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일주일 캠프 
기간 동안 찬양을 배우고 복음을 
듣습니다.

보조 이미지: 선교사인 래리 
루이스가 새 신자인 크리스찬 
다복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19세 청년은 12세에 프라하 
인근의 영어 캠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0
년 여름에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래리와 멜리사 루이스 부부가 IMB 개척자로 2009
년 체코로 이주했을 때, 앞으로 힘든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29%
만이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가 채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체코는 유럽에서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스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했고, 체코 동부 도시인 플젠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장소를 옮기고 나서 첫 번째 
주일 다니엘이 참석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목사였지만, 플젠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루이스 부부의 사역에 대해 들었고 이 
부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멜리사는 “그는 아름다운 목사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였지만 교회가 없었고,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지만,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는 체코어를 사용하는 모자이카 
(Mozaika) 교회로 바뀌었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자이카 (Mozaika) 교회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삶이 바뀌었고,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대신 새로운 집에서 성경공부와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체코에서 교회의  
성장과 배가

기도 주간 

8일차



메인 이미지: 수년 전에 페트르와 베라 부리언 
부부는 모자이카에서 주님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체코의 트루카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라는 침례를 받았을 때 십 대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결혼하였고, 작은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루이스 부부는 베라와 베라 남편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COVID-19 때문에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장했고, 급성장하는 그들의 모임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IMB 직원이 그들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래리는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이 5번 있었고, 매번 다니엘은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갔고 평신도들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자이카 (Mozaika) 
성도들은 이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간구합니다.

래리는 “그들은 항상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돕고 싶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멜리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자이카 (Mozaika)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래리와 다니엘은 목회자를 위한 성경 훈련 센터를 시작했으며 10
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목회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할 10개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주변 도시에 다른 교회를 시작한 
루이스 부부와 다니엘 목사와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제목: 목사와 사역자 후보 10명을 훈련할 
수 있는 성경 훈련 센터를 위하여

기도제목: 올해 체코 사역에 참여하게 될 IMB 
두 가족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