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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 .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주 격리를 잘 마. 
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격리 잘 . . 
마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차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다보니 여전히 예배로 모이는 인원3
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격리를 끝내고 울산에 있는 파송교회에 . 
갔을 때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몇몇 분들. 
을 뵈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지내며 슬로바키아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에는 하루 평균 명 정도의 확진자5,000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가 발생한다)
고 합니다 좀처럼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에 슬로바키아는 러시아로부터도 백신을 도입하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방역조치가 더욱 3 3 3 19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도 강화된 정부조치가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할 경우 엄격한 이동제한 생산시설 가동중단 국경봉쇄 조치 등이 불, , , 
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도록 . 19 
기도바랍니다.

질리나한인교회는 계속 대면예배로 모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비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박완주 목사님께서 매. 
주 설교를 담당해 주십니다 교회 살림은 제직들이 열심히 이끌어나가고 있습. 
니다.

저와 아내는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공해주신 선교관에서 잘 지내고 있습
니다 저는 일이 있으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 



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건강을 추스르며 성경을 읽고 기. 
도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월 기도제목을 보냅니다 기도하는 일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3 . . 
도 안식년을 보내며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19 .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년 월 일                                                        2021 3 3

서일원 조정선 동인 우진 드림                                           , ( , ) 

월 기도제목3※ 
안식년 기간을 통해 영육이 새롭게 충전되도록 기도바랍니다.①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도록 기도바랍니다19 .② 
설교를 맡으신 박완주 목사님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도바랍니다.③ 
슬로바키아 형제교단의 년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바랍니다2021 .④ 
동인과 우진 두 자녀가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가도록 기도바랍니다.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