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개역개정)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과 계획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의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서울, 저희 부모님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첫아들을(저의 

큰형) 생후 15개월 때 낯선 이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가정을 회복하고 그 아들을 찾아 헤 메었습니

다. 그러나 이름도, 생년월일도 스스로 기억할 수 없는 나이였기에 적은 단서들로는 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

다. 그 후 45년을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몇 주 전에 찾은 것입니다.! 매년 큰 형의 

생일 즈음에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과 아버지의 울음 섞인 탄식을 기억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며 부모의 심

장과 부모를 갈망하는 자녀의 심정으로, 큰 형을 찾는 것은 제게 평생의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몇 주전, 햇살 

좋은 어느 날 습관에 따라 방문했던 입양인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생년월일을 가진 한 아기의 빛 바랜 사진이 눈

에 들어왔습니다. 단서는 오직 발견된 장소가 비슷했고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입양원 웹사이트에 연락을 취하였

지만 답변이 없어서 직접 그 정보를 올렸던 분을 SNS을 통해 발견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일

주일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향한 기대감에 양쪽의 가족들이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현재 모습의 

사진들이 영락없이 우리 가족을 닮았는데도 혹시나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서로 전전긍긍하였

습니다. 결국 모근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여 검사 결과 99.99%로 친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큰형은 현

재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프랑스 정부의 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의 간증을 통하

여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5월30일부터 7월19일까지). 아버지의 칠순에 하나님이 큰 선

물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둘째 형 가족도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처음으로 삼형제

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삼형제가 함께 하는 시간은 10일이지만 주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이 되길 원합니다 

빛비추리 가정 드림 

1. 새로 찾은 큰 형 가족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2. 한국에서 방문하는 교회와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나누도록 

3.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15명의 가족이 10일간 지내며 필요한 차량과 잠자리 등) 

 

.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큰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