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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 . 
월도 지나고 이제 년이 월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 로 어떻게 지11 2020 12 . 19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슬로바키아는 성탄 연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 
마켓이 취소되었습니다 매년 광장에 세워졌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다보니 연. 
말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성탄 연휴를 준비하는 현, 
지인들을 보면 그래도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현지 사람들은 겨울 야외 스포츠를 시작합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 
는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박 일이나 박 일씩 산맥을 종주합니다 그러다가 1 2 2 3 . 
추위를 피하는 작은 오두막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 앞에 시외. 
버스 터미널이 등산을 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슬로바키아의 코로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하루 평균 명의 확진자가 . 1,500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백 십만명인 나라에서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 5 5
것은 서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교해 볼 때 이들 나라에 못지 않은 상황, 
입니다.

지난 월에 주에 걸쳐 전국민 항원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11 3 ,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말에 위중환자들 중심으로 백심접종을 시작한다. 12
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는지 기다려보아야 할 듯합니다.

월 셋째 주부터 다시 대면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가능인원의 만 예11 . 50%
배를 드려야 해서 다시 부와 부로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 2 . 
함께 모이다보니 예배 후 쉽게 집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문 앞에 모여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한글학교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마. 
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잘 참아주고 예방수칙을 잘 따. 



라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저와 아내는 내년에 안식년을 가려 합니다 년을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는. 10
데 잠시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월에 비자가 만기되다보니 안식년을 , . 2
가기 전에 연장을 해놓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년을 떠나는 정확한 .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안식년을 준비하는데 성도분들이 부담없, 
이 가서 지내고 오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인수인계할 부분들도 함께 상의. 
를 했습니다 마침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박완주 목사님께서 격주로 오셔서 . 
설교해 주시고 못 오시는 주일에는 줌 으로 설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 (zoom)
니다.

둘째 우진이도 함께 나갑니다 우진이는 이곳 현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한국. 
에 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 합니다 어린 나이에 여기에 와서 지내다 보니 . 
다시 한국에 가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래에 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12 . . 
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19 .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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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원 조정선 선교사 드림                                             , 

월 기도제목12※ 
월 첫 주에 있는 교인총회가 잘 마치도록 12① 

안식년 준비와 인수인계를 잘 마치도록 ② 
코로나 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19③ 
슬로바키아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도록 19 ④ 

년 질리나한인교회의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20201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