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김 0 연 입니다. 저는 지난 날 삶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거지?,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내 존재의 이유는 뭐지?..".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알면 자연스럽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제 꿈은 여렸을 때부터 스포츠에이전트였고, 그래서 한국에서 체대를 진학했고, 

체대에서 공부를 하면 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오면 조금은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모토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대학생동아리 ‘ ENACTUS’라는 

동아리에서 1 년동안 푹 빠져서 활동했을 때 삶에 이유를 찾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사는 환경을 다 바꿔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저를 괴롭혔던 제 마음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을 없앨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독일의 쾰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제 마음 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블랙홀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네’’ 입니다. 

 

저는 독일 퀄른 국제교회, Internationale Freikirche Köln/ IFK(다민족, 한인교회)를 

다녔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마침내 제가 누군인지를 알았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쳐지듯 말입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고민하고, 제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원해서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 했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에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저를 

구원해 용서하시며 주셨고, 그 뿐아니라 죽으신지 3 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저에게 이 땅에서의 삶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3 주전쯤 독일 쾰른 스포츠대학교 실기 준비를 할 때에 일입니다. 

저는 독일에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테스트삼아 실기시험을 보려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꼭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욕심도 생겼고,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른 길을 가야한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 전날 밤 저는 제가 어느새 다시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이 길을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최선을 다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는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두려워말며 놀라지말라. 네가 어디로 가던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 장 1-9 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8 시부터 저녁 7 시까지 실기시험을 게속 통과할수 있었고 마지막 

시험과목 3,000m 오래달리기를 할 때  15 초를 남겨놓고 m 를 전력질주로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입학자격 독일어시험{DSH}가 곧 있으며 아직 독일어가 너무 들리지 

않아서 힘들고 앞으로 학업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독일 퀄른 국제교회, Internationale Freikirche Köln/ IFK (다민족, 한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에 IFK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