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지난 8월 한 달이 금새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 저희 가족은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내 조정선 선교사는 계속 한방치료를 받으며 청주에서 요양 중입니다. 지인 
분께서 숙소를 제공해주셔서 7월에 병원 치료와 입원을 마친 후 바로 청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방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7월 초순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비해 기력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엄마를 좇아 함께 한국에 나갔던 둘째 우진이는 8월 21일에 먼저 슬로바키아
로 돌아왔습니다. 9월 2일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
진이가 한 달 넘게 엄마 옆에서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잔심부름 등등 일을 도우며 엄마에
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동인이도 엄마가 와서 좋아합니다. 방학동안 대전 침례신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개강을 앞두고 주말마다 청주에 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동인이는 2016년에 한국에 가서 5년 넘게 혼자서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 곳 질리
나는 낮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낮기온이 21도입니다. 당분간 
이 이런 날씨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에 한국은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뒤에는 태풍으로 인해 많
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슬로바키아는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기(雨期) 동안에 비가 많이 와줘야 하는데 마른 장마가 계속 
되었습니다. 전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



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교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갔습
니다. 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인데, 남편은 이 곳에서 일을 계속해야 해서 
아내와 자녀들만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남편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가정도 
있어서 아마 슬로바키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들도 잠시 멈추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현
지교단 총회를 하반기로 연기했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형제교단 소속 전체 목
회자 모임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외지인의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금지되었고, 동부지역 집시 마을 방문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방
역당국에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지난 8월에 온라인으로 제직세미나를 실시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제직들과 조장들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라도 실
시하고자 합니다.

〈8월 제직세미나〉

작년부터 2달에 한 번씩 실시했던 학생회 워크샵을 올해에는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가까운 공원에 나가 야외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다과를 나누고 신앙 관련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회 야외 워크샵〉

한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교회들이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곳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길 바랍니다.



아래 9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바랍니다. 저희도 주님의 위로와 평
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선교사 드림

※ 9월 기도제목
① 질리나한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② 조별모임을 통해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믿음의 교제를 통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③ 슬로바키아 내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준비됨으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도우소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④ 슬로바키아 교회들이 성경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각 
교회 안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구
원의 길을 발견하며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⑤ 유럽 내 선교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
져 나가게 하소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무슬림 사역, 난민 사
역, 집시 사역들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