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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현 간사의 기도편지 










안녕하세요. 양성현 간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제가 요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주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설교 때
문에 묵상을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의 신앙이 참 가볍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
치시면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두셨습니다. 즉, 그 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저를 들여다보면 말은 많지만 그 실재가 참 빈약해서 정말 부끄럽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의 삶이 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속한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서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2월이 들어서야 방학의 여유를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12월 달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탓에 턱까지 찬 숨을 고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참고 기다려준 가족들
과도 시간을 보내고,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재롱으로 참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참 즐
겁고 밖에 나갈 때 마다 저를 보내기 싫어하는 아이를 볼 때 마다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
는 제가 밖에 나가면 다 “예배”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김없이 “예
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항상 “예배”드리는 신실한 아빠입니다. 

이런 가정을 돌아보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서윤이에게 아토피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몸에 올라올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밤이 되면 
가려워서 몇 번씩 깰 정도로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려워서 우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돌보며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의 피부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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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즘 저에게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진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가 마지막 사역인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
어 오십니다. 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신대원을 진학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 IVF 공동
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할 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
의 결정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날 때 마다 기도 부탁드립
니다.  


캠퍼스 

저는 지금 동아대 하단 캠퍼스와 교대 캠퍼스 두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해가 마지막 해인만큼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아
쉽기도하고, 미안하기도하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7년 
전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은 그대로 인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캠퍼스를 보면서 기대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동아대는 리더들이 새롭
게 교체되고,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대도 리
더십들이 자리를 잘 잡았고, 본격적으로 IVF 사역을 해 볼 수 있는 준비
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끝까지 부름받은 자리에 충성할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진로를 위해서 분명 빼앗기는 시간이 없지는 않
겠지만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캠퍼스에 집중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며 

올해로 사역이 7년째로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 뭐했는가 많이 돌아보게 됩
니다. 그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후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이 없다
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사역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의 사역이라기 보다는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여러분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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