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자리에 있기까지 저의 24 년의 삶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경진이며 나이는 24 세 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21 세된 남동생이 

있으며 또한 세 분의 고모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때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에서 살았었고 

유치원에 갈때 쯤에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 분 모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모 세분 중 결혼을 하지 

않으겼던 둘째 고모께서 저희집에 같이 사시면서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가족사항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의 가족들은 저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와서 쾰른 

국제교회 (다민족과 한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12 살부터 23 살까지 축구부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만났고 그외 평일은 합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합숙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와 후배가 있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교회 얘기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짜증이 났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2015 년 1 월에 독일로 와서 Bonn 에서 축구를 하면서 독일어 어학을 하던 중에 본에 

있는 한인교회를 몇 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시합이 항상 주일 예배시간과 겹쳐서 주일예배는 참석치 못하고 가끔씩 청년부 모임에만 

나갈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음식을 사러 한국식품점을 찾아 가곤 했었는데 수퍼를 운영하시는 쾰른 

국제교회 (다민족, 한인교회) 박집사님께서는 제가 주일이면 축구시합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저에게 날마다 성경( 잠언)을 읽도록 권하시고 '오늘의 양식' 이라는 작은 

묵상집도 주시며 시간 날 때마다 수퍼에서 함께 성경말씀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역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사실을 자세히 알고 보니 축구 

역시 나의 능력으로 독일 땅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닳으면서 그 때부터는 독일어 

공부와 함께 쾰른 국제교회 (다민족,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의 나승필목사님의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정확한 복음을 듣고 배우며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 학년 

시절에 축구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의 지난 날 죄악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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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구원자와 주님으로)로 모셔들이고 그 이후 신앙으로 살다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시인하면서 결정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의 온전하신 신이시며 동시에 죄없으신  온전한 

인간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돌와 온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뤄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저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면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들였으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노력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입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의 

의로운 삶과 빛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빌 4:13 ) 말씀을 생각하며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저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평안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은혜를 배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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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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