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앞으로의 저희 주거지 겸 은퇴 보금자리를 영월로 정하게 되었습

니다. 이 마을에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선교사 한 가정과 이미 은퇴하신 목사 두 가정, 교수 한 가정,  일반 성

도 세 가정을 포함해서 총 여덟 가정이 이미 정착했거나 곧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안에 마을회관 겸 교회가 있어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

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어 불편한 점도 많지만 네팔의 세르파 마을을 연상케 하는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인 이 곳

에서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3년 뒤 (주민등록 나이로) 70세가 되는 저는 2024년 행정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르파 구약번역이

나 그 외의 번역 자문위원(컨설턴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어 은퇴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팔을 방문하는 일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3년 말 네팔 집을 정리하고 거주지를 한국으로 옮긴 

후 2024년에는 국내 정착준비 겸 마지막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작년 6월 국내로 들어와 지금까지 비거주사역을 하게 되면서 원래계획

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일단 다음달인 10월 27일 네팔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네팔 집정리는 

내년 중반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국에 온 이 후 저는 지비티 선교 본부가 맡긴 새로운 학술법인체 설립하는 일을 맡아 분주했었는데 지

난 9월 26일 지비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인체를 정부에 등록하고 향후 선

교사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법인체, 그리고 언어학적 사역을 돕기 위한 펀드 개발

을 위한 법인체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의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 미국 방문 중에서도 번역 점검하는 자문

위원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티벳의 한 부족어로 창세기를 점검했고, 한국에 돌아와 네

팔의 한 부족어로 로마서 일부를 점검했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 속에서도 네팔에 사는 현지인들과의 번역점

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산공기가 느껴지고 주위의 나무들도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늘 내린 비로 가을은 더 성큼 다가오겠죠.  



서서히 깊어가는 이 가을에 세르파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

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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