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슬로바키아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2월 들어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추위가 한껏 누그러졌습니다. 1월에 
많은 눈이 오고 추웠던 것에 비하면 갑작스런 변화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
이지만 낮에는 영상이어서 활동하는데 많이 편해졌습니다. 눈이 쌓였다가 녹으
면서 얼음이 되었던 길들도 이제는 눈이 다 녹아서 다니기에 어려움이 없습니
다. 주차장에 있는 나무에서는 성급하게 꽃망울이 터지려고 합니다.

기온이 풀리면서 오히려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 감기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현
지인들 뿐 아니라 지역 한인들 중에서도 많은 감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감기와 몸살로 여러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 아
내도 2주 넘게 감기몸살에 시달렸다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둘째 우진이
도 1주일 동안 학교를 결석해야 할 정도로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큰 감기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추었다가 날이 풀리면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면서 감기 환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3주 전에는 새로이 비자 갱신신청을 했습니다. 대개 2주 정도면 비자가 갱신
되어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외국인 
경찰서에 가서 반나절 정도 기다리면 됐는데, 요즘은 이틀 이상을 기다려야 합
니다. 

저희 가족은 앞서 두 번이나 갱신신청을 하러 갔다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기한 내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나
기도 했는데, 다행히 유효기간만료를 열흘 남겨두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금
은 갱신된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월 한달 동안 8월에 있을 전교인수련회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군데 
메일을 보내고 장소답사를 갔습니다. 이제 장소를 확정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두 해에 걸쳐 전교인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전



교인수련회를 통해서 소홀했던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서 저희 교회에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두 
해를 쉬었다가 올해 다시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학생회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은 8명입
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학생 1
명과 이제 막 주일학교에서 진급한 학생 1명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개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신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식사와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짧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자주 학생
회 워크샵을 진행하려 합니다.

 

3월에는 저희 질리나한인교회가 협력하는 목회자분을 방문하려 합니다. 동부 
지역에서 현지목회와 집시사역을 같이하시는 현지 목사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중 한두 군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집시 모임이 금요일 저녁 또는 주일 오
후에 있어서 시간을 맞춰 방문하려 합니다. 계속 왕래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
으로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고자 합니다.

아래와 3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3월 한달 동안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평안하
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일

                                           서일원, 조정선(동인,우진) 드림



※ 3월 기도제목
 ① 8월에 계획 중인 전교인수련회가 잘 준비되도록
 ② 집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③ 3월에 있을 2차 학생회 워크샵을 위해서
 ④ 주중 큐티나눔모임, 주일 마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위해서
 ⑤ 질리나 집시어린이 모임에 함께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