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더운 날씨에 별고없으셨는지요?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저
희는 보내주신 격려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자주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한여름과 같았습니다. 그나마 원주는 아침 저
녁으로 선선해서 초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악산 자락이 원주를 넓게 
둘러싸고 있어서 산에서 바람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가 숲
을 이루어 바람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
리와 인도하심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월에 예비 등록을 신
청해 놓았는데, 화요일 오후 늦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별다른 이상없이 활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접종 진행이 잘 이
루어져 속히 예년과 같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내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동량이 많거나 여러 일에 신
경을 쓰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안식년 기간
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평안과 쉼을 얻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내며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요즘 계속 잠언 말씀
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말에 슬로바키아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저 혼자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회와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하려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아직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올 때에는 72시간 내 PCR 검사와 더불



어 비행기 탑승 전 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요구하다보니 긴장을 풀지 못
한 채 이동을 했습니다. 경유를 하면서 어려운 일없이 슬로바키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질리나한인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다가 대면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
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기도바랍니다.

지난 5월에도 부탁드렸듯이, 현지 교단과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영적 회
복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땅에서 소수의 사람
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사역에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기를 바
랍니다.

아래에 6월 기도제목을 보냅니다. 2021년 중반을 지내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마음 깊이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9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6월 기도제목
① 안식년 기간을 통해 가족 모두가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②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국경 통행이 자유롭도록
③ 질리나한인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 안에 회복되도록
④ 슬로바키아 현지 교단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령충만하도록
⑤ 주님께서 두 자녀들(동인, 우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