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동유럽 선재충 자원봉사자 
참조 : 담임목사 
발신 : Goguma Global Mission 
제목 : “동유럽 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 개최 안내 

1.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 2020년,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재충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1.10.14-10.27 2주간 동
유럽 선재충 준비를 위해 조영서장로님과 함께 사전답사차 폴란드 바르샤바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선재
충 일정과 장소, 세부계획, 호텔, 선재충 후 비전트립까지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3. 여러가지 동유럽 상황과 자원봉사자들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 2022년 7월 11일(월)오후 1:00~7월 13일
(수)오후 9:00, 7월 14일(목) 바르샤바 시내 투어. 총 3박4일간 “동유럽 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를 
폴란드 바르샤바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자원봉사자 공식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자원봉사자 세
부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세부일정> 
1) 자원봉사자 바르샤바 도착일과 도착공항: 2022년 7월 9일(토) 바르샤바 공항(WAW) 도착 
2) 자원봉사자 출발일자:2022년 7월 19(화) (출발지: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3) 주일예배: 7.10(주) 오전 10시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연합예배(예배 후 재충전수련회 셋팅) 
    주소: ul. Farbiarska 63D. 02-862(우편번호). Warsaw 
3) 선교사 재충전수련회 공식일정:2022. 7.11(월) 오후 1시-7.13(수) 저녁 9시,  
                                                                7.14(목) 바르샤바 일일 투어 
     식사:총 6회, 바르샤바한인교회 주방 사용하여 식사준비(주방기구 렌트 예정) 
     예상참가선교사:280명(자녀예상 참석 80명 포함) 
     예상참석 자원봉사자:80-100명  
4) 자원봉사자 루터종교개혁지 탐방 및 비전트립: 
    -7.14(목)-7.19(화) 5박6일 
    -개인비용과 세부일정은 차후 알려드릴 예정(바르샤바 호텔은 2인1실 1박에 대략 $50 예상)  
5)자원봉사자 신청 마감: 2022년 2월 28일 (호텔예약 관계로 참가인원을 조기파악해야 함.) 
6)자원봉사자 참가신청: 김기동 목사:goguma9191@gmail.com 
                                  총괄팀장 조영서장로 :missiononejohn@gmail.com 
   신청시: 이름(영문/한글), 생년월일, 여권번호, 백신접종 여부, 이메일주소, 연락처, 비전트립 참가여부 

(yes/no), 티셔츠 사이즈(대/중/소, 남자/여자) 
7) 항공권 예약 
-가능하면 폴란드항공(LOT)으로 티켓팅하는 것이 좋습니다.(직항이기에) 
-도착지는 바르샤바공항(WAW), 현지출발공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로 하기 바랍니다.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7/9(토) 오후 까지 바르샤바공항 WAW 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미리 예약 
구입, WaW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과 도착시간을  m77m77@hanmail.net 또는 
missiononejohn@gmail.com 으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원활한 공항픽업을 위한 것임)  

8) 폴란드 WAW 공항 입국시 입국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바르샤바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공항픽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르샤바 연락처:  
바르샤바한인교회 김성수 담임목사. 0048 79 567 4457,  이메일: m77m77@hanmail.net 
교회 주소: ul. Farbiarska 63D. 02-862(우편번호). Warsaw 
입국에 필요한 서류: 코로나 백신 완료 증명서(pcr테스트 결과는 필요없음)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동유럽선재충 자원봉사자 단체카톡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