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통과 취약함을 겪는 자들과 식구가 되기 
 

눈을 감아 달라고 요청하고 “식구”라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돌보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식탁? 

피난처? 

따뜻함? 

친절한 목소리? 

사랑? 

 

맞습니까?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식구를 생각할 때 이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식구. 

 

푸에르토 리코의 집과 생활이 말 그대로 허리케인 마리아에 의해 찢긴 미미타 Mimita와 같은 

사람들. 

 

또는 남편을 잃고 소말리아의 전쟁 지역을 통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며칠 동안 음식과 

대피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족을 데려 가야했던 압디처럼 말입니다. 당시 그녀가 

임신중이었다고 언급했나요? 

 

그리고 모니카 Monica는 그녀가 살고 있는 뉴저지 주의 아파트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녀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집주인에 의해 매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이 “식구” 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따뜻한 식사가 아니라 다음 식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안식처와 

따뜻함이 아니라 한때 지붕이 있었던 곳에 뻥 뚫린 하늘만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확장하고, (물리적, 감정적 또는 영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 있는 취약한 가정,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식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관대하게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 

오 하나님, 우리의 손과 헌금을 축복하십시오.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들과 선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보수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보수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의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이나 손님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집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주님의 식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