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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스에서 열린 중남부 선교대회를 다녀온 제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왔어요?’  

‘노트에 열심히 적어놨기 때문에 보면서 말해주어야 한다’ 고 대답하니,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것, 

중요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선교대회의 

주제였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   

 
 강사로 오신 김성훈 선교사님은 성경번역 선교사 출신입니다. 결혼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근무를 갔는데 신혼 생활도 못 갖고 아내와 떨어져 2년 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내가 국제전화로 이혼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성경번역 선교였습니다. 인구가 2000만 명이 되는 이란의 아제리 

부족은 자기들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젊음을 바쳐 21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습니다. 그 마무리가 작년 201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헌신이며 끈기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그 민족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하셨을까?’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니 그것은 소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손길을 이미 내미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미국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 이토록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선을 멈추면 안됩니다. ‘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풀잎 위의 작은 물방울일지라도 해를 품을 수 있습니다. 작렬하는 태양빛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마음’ 이라는 우리의 모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미 해를 품은 물방울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