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핀란드 세계대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
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3~24)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제 자신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
다.
왜냐하면 저는 7년 전만해도 아주 심각한 술, 담배, 도박에 빠
진 중독자였고,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회복중
인 중독자입니다.
2013년 1월 5일에 저의 회복을 위해서 서울 남산에서 중독 예
방과 회복을 위한 남산 걷기 “회복으로 가는 길”을 결단하고
선포하며 걸었었습니다.
시작은 저와 아내와 어린 딸, 우리 가족 3명이 걸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가와도 걷고 혼자서도 5년 정도를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희망의 길은 없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걷다보니 주님의 길이 생겼고, 한사람 한사람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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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중독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중독회복상담과 중독회복상담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7년 동안 회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
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 (롬5:8)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들은 알코올, 마약, 섹
스, 쇼핑, 음식 중독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앞으로 나온 사람들
입니다.
이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중독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도 중독
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스리스도 안에서...
중독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제 중독의 고통
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에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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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들처럼 행하라.(엡5:8)
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고, 딸은 저에게 기쁨
이자 소망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일본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한일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관계가 안좋은데 주님안에서
만난 저희 한일커플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저희 부부처럼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31장 28절에 아내의 이야기가 써있었어서 깜짝 놀
랐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음에 너무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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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중독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회복의 웃음소
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저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중독으로 고통받
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
니다.
절대 변화지 않는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
실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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