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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지으셨던 저의 부모님은 가끔씩 급할 때 자녀들의 일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힘든 농업을 

대물림 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농토에서 자식을 밀어내 책상에 앉히려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농번기에는 맨발로 흙을 밟으며 뛰어다니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두렁은 논두렁대로, 

밭두렁은 밭두렁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매다 보면 저 멀리 밭의 끝자락까지 언제 

도달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된 것은 뒤를 한 번 돌아보며 군데군데 

수북이 쌓인 풀 무더기를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삶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혹은 속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달려가는 태도는 늘 필요하지만, 그 성실함만으로 삶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기대)과 그렇게 풀려가지 않는 현실이 충돌할 때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잠시 숨을 돌리고 위를 한 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통치자, 인도자,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걸으며 남겨온 내 인생의 발자국은 나 홀로 외롭게 

달려온 걸음이 아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함께 묻어 있는 발자국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밭두렁에 쌓인 풀 무더기를 바라보듯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슬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음과 음식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한마음 가족 중에는 지금의 현실이 마치 논두렁 밭두렁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산적한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힘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 God will make a way(그가 길을 내시리라)”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19-21).   
 
 개인의 일, 가족의 일, 사업 처나 교회적인 차원의 일에 이르기까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함 하는 일들이 올 가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길을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