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새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떠난지도 말입니다. 어찌 하루하루를 

지냈는지 은혜 말고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아이들과 울며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내일 정말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잠자리에 든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여전히 오지 않으심을 알고는, ‘주님 

오늘 하루만 견디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학교로 향했던 수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기도도 할 수 없었던 1 년 이었습니다.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게 학교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밀려드는 

일로 남편의 부재도 느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움과 미운 마음도 들고, 

나를 향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잘 해 줄 것을, 좀 쉬면서 하라고 더 

말릴 것을, 커피숍 가서 커피  같이 마시자고 할 때 한 번 같이 나가줄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후회는  그날 저녁에 함께 농장으로 갔다면..... 일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겠지 싶어 일년을 기다리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막상 일년 되는 

날이 다가올 수록 그날과 마주하기가 

싫어 졌습니다. 그 날이 달력에서 

없어졌음 좋겠다고 아이들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서로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 왜 라는 주머니 던져버리기  

 

 지금까지의 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사건들을 지났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지요? 한동안 왜라는 질문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주님과 약속 했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  한구석에 질문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꼭 물어보려고요. 남편이 먼저 떠난 일도 하나님께 꼭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려고 1 번 자리에 올려 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몇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지난 몇년간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서 주신 용돈을 모아 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 갈 때 사용을 하겠다면서요. 그 모아두었던 달러가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모아 둔 돈이 순식간이 없어졌지요. 그 

때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할 것을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요. 그러면서 “왜 주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 주머니의 질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따져서 물어보고 명쾌한 

대답을 얻으려고 모아두고 있는데 과연 그 질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확신컨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잊어버릴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을 저축하고 있지? 바보스럽게 말입니다. 그 

날 이후, 질문 주머니를 던져 버렸습니다. 이젠 저에게 그 주머니가 

없습니다. 명쾌한 대답이 없으면 어떤가요. 그분이 틀림없는 분이신데요. 

 

 

* 당신은 스페셜해요. 

 

 코디라는 2 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유치원 때는 

그 누구보다도 말썽꾸러기 

였는데 요새는 2 학년반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도를 아주 잘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그냥 어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나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 날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축복하며 기도해준 코디에게 “ 코디야, 오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래?” 라고 물었더니 코디는 “나는 교장 선생님 위해 

매일 기도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날 위해 기도해?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은 너무 스페셜 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나를 

이렇게 스페셜 하게 여겨 주는 이 꼬마에게 나는 오늘 또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요. 

 

 현재 학생은 100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 7 학년이 제일 작은 반입니다. 총 

5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 3 명이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꼭 남아있길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3 명에 교사 한 명... 운영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3 명의 아이들의 기도와 소원을 저버릴 수 없어서 내년에 이 

아이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 할 것이 한 두가지 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면담을 할 

때나 시청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그런 똑똑한 말이 나오는지, 

제가 말하고도 제가 압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구나 하고요.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지도 계획이 세워집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분의 강의를 듣고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 담당자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주님 어찌 할까요? 라고 묻기만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찾지 못하면 그를 내 앞에 데려다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기적을 하나하나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함이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작을 일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해주시는 놀라움에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용사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부드럽고 온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사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오늘도 변한없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주는 것, 

그것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명이 마음에서 불 타면 전략이 

생긴다고요. 계속 이 소명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냥 까지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손에 쥐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뛰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