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더 확산되는 상황이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
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저
도 개인적인 만남을 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원주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네 식구가 거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그
동안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더 
마음을 쓰고 이해해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점이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내년부터 지난 11년간의 선교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구촌교회 부교역자로 
지구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안식년을 보내면서 5월에 슬
로바키아 질리나한인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역전환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누워지내는 시간이 많이 적어
졌습니다. 계속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 아들 동
인이는 내년 1월에 사병으로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 우진이는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 선교편지입니다. 2011년부터 11년 동안 마음과 힘을 
다하여 동역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보내드리는 기도제목을 붙잡고 기
도해주셔서 슬로바키아에서 큰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사역해나가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



다. 메마른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르고 수위가 낮아진 강이나 호수에 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제법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에 건강유의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믿음의 주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
다.

                                                    2021년 12월 15일 

                                        서일원, 조정선(동인, 우진) 드림

※ 12월 기도제목
 ① 가족들이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②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③ 슬로바키아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