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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한마음 가족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마침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멋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탐험(Cave Quest)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일층과 이층 벽을 온통 동굴 모양으로 꾸민 실내 장식은 

그 어느 때 보다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 교사, 자원봉사자, 남녀 선교회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각자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간직될 풍성한 잔치였다고 평가해봅니다.    
 
 성경학교의 전체 진행 과정은 살찐(FAT)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인 AVailable (이용 가능한, 준비된)의 

의미를 잘 예시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21:1-3).  
 
 나귀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은 “ 주가 쓰시겠다 하라” 는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과 

자원과 땀을 드린 일꾼들, 그리고 많은 분량의 소품을 지원해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잘 준비된 일꾼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류인숙 전도사님의 남편인 래리(Larry)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에 그에게 ‘ 홍길동’ 이라는 별명은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꼭 필요할 때 나타나 일을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9:37,38). 그 

일꾼은 신실하고, 준비되어 언제든 맡겨주시는 일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이 버거울 때 일꾼들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꾼들은 섬김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일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황이 어렵든 쉽든, 늘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반응하는 귀한 일꾼들이 됩시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