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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나님께서 2017년 동아프리가 지역 수양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근방에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양회 주제는 ‘내 어
린 양을 먹이라’이었습니다. 총 참석 인원은 206명으로 케냐 65. 우간다 85. 르완다 7, 이티
오피아 3, 나이지리아 1, 짐바브웨 1, 미국5 , 한국6, CBF/JBF 33 이었습니다. 선교사, 목자
가 아직 없는 르완다에서도 7명의 형제들이(2008년에 중국에서 오신 다윗 선교사님께서 2년
간 매달 12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 말씀을 섬기면서 관계성 맺고 자란 
양들입니다 최근 9개월간은 다윗 선교사님이 너무 바빠서 르완다를 못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참석하여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우간다 팀은 처음 해외여행을 하는 학생
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열 예방 접종카드 등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80명의 사람이 버
스로 17시간 걸리는 케냐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수양회는 목요일 밤부터 시작하였으나 저희는 금요일 주제 1강 강의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케냐의 주마 푸칭고 목자님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누가
복음 15장 11-24)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소감을 쓰는 시간에 처음 참석했던 양들
의 심령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주제 2강은 우간다의 아브라함 오모딩 목자님이 ’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깊이 있으면서도 은혜롭게 전하셨습니다. 우간다 암
센터에 근무하는 그는 너무 바빠서 요회 목자지만 요회 모임도 이룰 수 없었고 양들을 도울 
수 없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유의 웃음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러나 다 이루었다 말씀을 통해 그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팀의 일대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기쁨과 자
원함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제 3강은 케냐의 오티에노 목자가 내 어린양을 먹이
라(요한복음 21장)는 타이틀로 전했습니다. 교수로서 말도 잘하고 능력이 많지만 양을 돕는 
것은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고자 결단하는 소감을 발표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침강의는 모두 사모님들이 전했고 저녁강의는 주니어 목자님들이 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한나, 믿음의 결단을 한 리브가와 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순종했던 주니어 
사모님들이 간증과 함께 은혜롭게 전했습니다. 또 주니어 목자님들이 나는 아이라 하지 말라
(예레미야 1장)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사사기 6장),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화살
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사야 49장)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했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에는 말씀 대표 소감과 인생소감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수양회에 처음 참석
했던 사람들이 모두 소감을 쓰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영접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통해 죄사
함의 자유를 누리는 소감.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양을 먹이겠다고 결단하는 소감들을 
발표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50년 가까이 이 역사를 섬기신 시카고의 양 다니엘, 드보라 
선교사님들의 소감은 모든 이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 관악 3부의 이 모세, 이 
마리아 목자님. 종로의 잔다르크 목자님의 소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2강 ‘다 이루었다’ 말씀과 말
씀 대표 소감, 양 다니엘, 드보라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역사를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덧입고 감사함과 기쁨으
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덧입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님이 워낙 바빠서 또 수양



회 며칠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메시지를 완성하지 못한 채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리고 도착한 다음날 주제 강의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을 묵상
하는 동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케냐의 지부장이신 윤 마가 선교사님께서 그
런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방향을 주셔서 준비하는 동안 같이 옆에 있어주었습니
다. 하나님께 대한 심정과 열정이 대단한 아브라함 목자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
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받으사 말씀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특
유의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왔습니다. 또 우간다 마케레레 센
터에서 별로 소원이 없어 보이는 두 명의 양들이 회개하는 대표 소감을 발표하고 그 중에 한 
형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형제가 왜 저러지...와 하나님
이 역사하시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양 다니엘, 드보라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은 저희 선교사들과 현지 리더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분명한 방향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간증을 통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
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천국 수양회였습니다. 이번 수양회
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양회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며 결단한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르완다 영혼들을 섬길 장기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의식
과 주인의식을 가진 리더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내 어린양을 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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