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
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주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쉼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함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시간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아들 동인이는 5년을 떨어져 있다보니 가족의 정과 부
모의 사랑이 그리웠었고, 저희는 부모로서 마음 한 켠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
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
께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허락하
여 주십니다. 10월 초순이 지나면서 산에는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
께 치악산을 지나다보면 조금씩 노랗고 빨간 단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예년에 비해 단풍이 좀 늦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보는 한
국의 단풍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다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
려 합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코로나 백신접종을 2차까지 마쳤습니다. 아내와 
큰아들 동인이는 이번 주에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육통이 
와서 해열진통제를 먹고 하루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둘째 아들 우
진이는 열흘 후에 1차 접종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뜻



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역전환 준비기간 중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예배와 공동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
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아래에 10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특별히 달라진 기도제목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
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0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올림

※ 10월 기도제목
 ① 안식년을 통해 영육이 강건함을 얻도록
 ② 다음 사역전환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③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④ 아내의 건강이 점진적으로 잘 회복되어지도록
 ⑤ 동인이와 우진이가 믿음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