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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남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 왔다. 첫째 목적은 지난 3개월간 친

구 민호창과 함께 번역한 책, ‘Experiencing the Trinity’의 저자 Darrell Johnson을 만나 출판허락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6월 15일에 있을 나의 목사안수를 앞두고 Darrell Johnson이 Paul 

Stevens 교수와 함께 리젠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Ministry and Spirituality(목회와 영성)’라는 2주 

동안의 수업을 들음으로 안수를 받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목적은 안수를 앞

두고 익숙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기도와 묵상으로써 하나님과의 깊고, 풍요로우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

고픈 바램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는 혼자 있음,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호

흡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싶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 또렷이 집중하기 위해 홀로 있

는 시간을 얻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의식의 심연을 들여다 보는 눈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그 깊은 바다의 어두
운 물 속에 스물거리며 헤엄치는 거대한 물고기가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피해의

식’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로부터도 깊은 피해를 입은 기억은 사실 없다. 모두 견딜만한 것들

이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던 기억이 더 많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

까? 내 마음 속에 그 물고기가 생기게 된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한 때문이며, 나의 코에 코

뚜레를 꿰어 끌고 가는 일상의 분주함 때문이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무기력 때문이

며, 항상 주변인물로 살아야 했던 이민자의 상황 때문이며, 때로는 나의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도 편

안한 척 살아야 했던 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어디를 가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생각해보면 지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분주하게 살라고 했는가 묻는다 해도 할 말은 없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함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는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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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도 할말이 없는 것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욕심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의
구심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주변인물로 살라 했는가, 그것은 항상 내가 있는 이 곳을 떠나야 한다는 나

의 소극적인 마음 때문이었다. 누가 나에게 남의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의 옷

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모두 남의 

옷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나의 옷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그 물고기가 생겨난 것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희생을 강요

하지 않았지만 항상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누구도 나에게 일등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

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갈증을 느꼈고, 음식을 

씹고 있으면서도 항상 배고픔을 느꼈다.  

그 집요한 물고기가 나가주기를 바랬다. 아니, 그 물고기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산에 갔

던 것이고 바다에 갔던 것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도전해 보려 했던 것이다. 그 물고기

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시하느라 다른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나의 눈은 저울의 바늘처럼 그 물고기의 무게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물고기를 가두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
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내 마음 속에 갖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갖혀 있다는 사

실 또한 모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리워야단(Leviathan)1과 한바탕 전투

를 벌이시도록 문을 열어드릴 생각이다. 침묵과 기도와 묵상은 바로 그 전쟁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승리하실 예수님이 침투하시도록. 그것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목발을 짚고. 

아킬레스 인대의 파열
 지난 목요일 밤(5월 1일) 테니스를 치던 중 왼쪽 아킬레스 인대가 끊어졌다. 화요일(6일)에 인

대 봉합 수술을 하고 지금은 기부스를 한채 목발을 짚고 다닌다. 일시적 장애인이 되는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불편함과 통증보다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왜 이때여야 하는가이다. 내가 이곳에 

얼마나 오고 싶어했는데 왜 이 때여야 하는가?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짐

작 때문에 미소지을 수 있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면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하기 보다는 그저 좋게 해석

하고 마는 나의 의식을 관찰한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리워야단처
럼 순간적으로 수면위로 솓구쳐 오르는 것이다.  

교회 주일예배
올 초부터 황인철 목사님을 대신해 인도하게 된 주일 오전 장년 성경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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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첫째주부터 시작하여 사도신경을 한 줄 한 줄 살펴보고 있다. 

설교에 비해 칠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각적인 내게 격려가 된다. 지난 주에는 다쳐서 도저히 걸

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성경공부를 취소한다고 사무직원을 통해 통보하였고 오늘은 어느 정도 준
비가 되었지만 수술 후 전신마취와 진통제 때문인지 의식이 희미하여 도저히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없
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가서 성경공부를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휴가라서 쉬게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고 보니 한달을 쉬는 셈이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성경공부인데 한달이나 쉬게 되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모두들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셨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성경공부를 하는 본당에서 교육관까지 목발을 짚고 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괜찮냐는 

인사말에 같은 말로 답해드려야 했다. 모두들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전해져 감사하였다. 문득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참 오래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구나. 나의 20대에 흘린 땀이 이곳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구나 생각하며 이곳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어떤 이유와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이곳을 떠

나야 한다면 그 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늘은 Mother’s Day 였다. 1부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꽃을 달아드리

기로 했다. 금요일에 현경이와 현이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에게 전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10명도 넘는 

학생들이 8시 전에 와서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중고등부 주일예배는 설교

준비를 할만한 집중력이 없었기에 뭔가 새롭게 준비해 보기로 하다가 “Loving you Forever”라는 어

머니의 사랑에 관한 동화를 읽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는 식으로 설교를 대신하였다. 예배 후 오히려 

좋은 반응들을 들었다. 예배 후는 Thai Thani 라는 태국음식점에 어머니날을 맞아 온 가족이 가서 함

께 식사하였으며 동생들과 어머니께 용돈 100불 씩을 나누어 주고 꽃도 사드리고 집에 와서 잠시 쉬었

다가 지혜와 함께 L.A. 공항에 갔다. 5:10 p.m.에 출발하는 Air Canada 767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

해 비행기표를 구입하였는데(왕복 229불) 티켓이 아닌 컴퓨터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항에 가게 되어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었다. 오히려 장애인이었기에 내 옆에는 아무도 않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으며 기내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구경하며 여유롭게 비행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지혜와 헤어지며 이름 모를 공항직원의 손에 끌려 목발을 손에 들고 휠체어를 타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사라지는 나의 뒷모습을 끝까지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길을 등 뒤로 

느낄 수 있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참된 친구가 구별된다는 것을 다리를 다친 지난 한주 동안 지혜를 

통해 깊이 실감하였다. 어김없이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아킬레스가 되어 주었다. 지혜와 서

영이가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2주 동안 서영이가 그리 부쩍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커서 조

바심이 난다. 

 L.A 공항을 벗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공해가 심각하다. 비행기가 L.A 공항을 이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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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왜 그리도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것인지 그 이유가 공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L.A에 사는 것을 심

각하게 회의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비행기 안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흥미 있게 읽었다. 창가에 앉아 밑에 요세미티가 보이지 않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하얀 눈에 뒤덮인 Sierra Nevada 산맥이 인상적이었다. 여느 때처럼 생소한 곳

으로 떠나는 비행기 여행의 낭만보다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착시간은 7:50 p.m., 비행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L.A.와 대조적인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기내 방송으로 밴쿠버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듣고 창 밖을 내다보니 너

무도 깨끗하고 병풍 같은 산 속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가 시야에 들어온다. 초록빛 도시, 구름빛이 

영롱한 도시, 산과 바다의 품에 따스하게 안겨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다. 발을 딛기도 전에 나는 

상공에서 바라본 이 도시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이곳 공항에서도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많

은 혜택을 받으며 골프차를 타고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공항에는 약속대로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남편과 함께 마중 나와 주셨다.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김방지 아주머니께서 이곳 밴쿠버에 5년 전 이민 오셔서 살고 계시

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그 분들께서 데려다 주셨다.  

 도착한 숙소는 리젠트 신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St. Andrew's Hall의 Manson House

라고 하는 오래된 신학교 기숙사 건물이다. 이 건물은 캐나다 장로교단이 처음으로 신학생 기숙사로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1층 4호실이 내가 앞으로 2주간 묵게될 방이다. 열쇠를 받아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감격하고 말았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런 방이었다. 작고 소박한 방, 책상과 침대가 한쪽 구석에 

단촐하게 놓여있고 책상 옆에는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이 있다.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른 황혼이다. 그

리고 그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마치 유럽의 시골마을을 보는 듯하다. 초록 잔디 뒤로 깊고 푸른 숲이 

바라보인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성령처럼 한줄기 길게 불어온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꿈에 

그리던 공간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다리만 다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솟구쳤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집에 안부전화하고 내일 아

침의 첫 수업을 위해 오늘은 이만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몹시 기다려진다.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

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설레

이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련다.

  

5월 12일 월요일

앞으로 2주 동안 첫째주는 월, 화, 수요일, 둘째주는 수, 목, 금요일 오전 8:00-11:00까지 있

는 수업의 첫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5시 30분쯤 눈을 떠 7시까지 잠을 뒤척이다가 일어나 대충 세수

하고 지도를 확인하고 7:15분 즈음 목발을 짚고 기숙사를 나섰다. 보통 도보로 12분 거리라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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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넉넉하게 20분으로 잡으면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 목발을 짚고 걷

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목발에 몸을 실을 때마다 겨드랑이가 파이는 듯한 아픔이 느껴

졌다. 손바닥에도 금세 바둑알 만한 물집이 생겼으며 팔은 힘이 빠지고 지탱하는 오른 다리는 발목부

터 저려오기 시작했다. 몸이 더워져서 가로등에 기대 잠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려는데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온 듯한 백인남자가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마음속으로는 

가방만이 아니라 날 업고 가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나의 입은 오히려 “무겁지 않다고… 괜찮

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무슨 체면인지 정말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저 추월하여 가기가 멋

적었던지 이런 저런 것을 묻는데 그의 이름은 Don이라고 하며 리젠트 신학교에 가는 중이란다. 나와 

같은 Summer Program에 참석하기 위해 Victoria Island에서 왔단다. 나와 같은 건물 29호실에 묵고 

있다고 한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며 틴에이저 자녀가 둘 있으며 Victoria에 있는 교인 12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부목사라고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에 도착하여 헤어지려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기 것을 쓰라고 한다. 자기는 갈데도 없고 필요 없다고… 얼마나 너그러

운 제안인가! 그러나 조금 전 “무겁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했던 나의 입은 또 다시 “괜찮다고 어떻게 

그럴 수야 있겠냐”고 반사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오, 공자여!) 한번 더 물어주길 바랬지만 그는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서점 내 작은 카페에서 머핀과 오렌지쥬스를 마심으로 등교길

의 수고는 조금 씻어낼 수 있었다. 

첫날 수업
커피를 한잔 사서 들고 첫 수업을 들어갔다. 100명 정도 수강하는 클라스였으며 Paul 

Stevens와 Darrell Johnson 교수가 서로 번갈아가며 한시간씩 강의하였다. Paul은 목회와 영성

(Ministry & Spirituality)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였고 Darrell은 시험과 유혹(Test & Temptation)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한국 교계에서 요즘 영성이라는 단어만큼 뜨거운 이

슈가 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요즘 출판되는 책들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왜일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맹목적인 근본주의 신앙에 식상함

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교회인을 양성해 내는 현 교회들의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에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다.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화된 삶에서 오는 신앙적 절망과 공허함이 신앙과 삶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하고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교회생활이 아닌 매일매일의 통전적인(Integrated) 

삶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영성의 삶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삶이란 무엇을 이
루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영

성에서는 행위(Doing)가 아닌 존재(Being)가 중요시되고, 인격(Character)과 관계(Relationship), 공

동체(Community)라는 단어들이 중요시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루는 날줄과 씨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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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영성에 대해 많은 논의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것이 또한 잠시 끓다가 식는 시대적 유행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야 할 것은 영성에 대해 논의할 때 성령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이

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속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 어느것도 소홀하거나 부각된다면 부분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면에서 Darrell 

Johnson의 책, ‘Experiencing the Trinity’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자칫 불교 영성이나 뉴에

이지 영성처럼 자기개발, 혹은 마음과 의식의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 및 유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 영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다른 여러 단

어들로 표현되어 왔다. 성화, 제자도, 경건, 교제, 연합… 등등.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말해 참된 인

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인간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비로소 올바

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내가 우선 참된 인간이 되며 주변의 

사람들을 참된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서점에서
수업 후 수업료의 잔액을 지불하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시간이 끝나고 Darrell Johnson을 만

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의 문 앞에는 4:30분까지 마감시간을 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때까지 서점에 들러 책들을 둘러보기로 하

였다. 내 생각엔 여러 신학교들의 서점 가운데 리젠트의 서점이 가장 안정감있게 내부 디자인되고, 책

들이 균형감 있게 선별되고 분류된 것 같다. 서점을 보면 그 신학교가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이나 색깔

을 느낄 수 있다. Harvard Divinity School과 Yale Divinity School에서는 진열된 책들을 통해 매우 

전문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문적으로 넓게 파기보다는 좁고 깊게 판다는 그 학교들의 특성을 느

낄 수 있었다. 하바드와 예일신학교에서는 전문의를 양성해 낸다는 느낌이 든다. 반면에 리젠트는 전

문의보다는 가정주치의(Family Doctor)를 배출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든다. 리젠트에는 Spirituality 

코너가 두드러지게 잘 갖추어져 있다. J. I Packer, James Houston, Paul Stevens, Eugene 

Peterson과 같은 영성의 대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는 학교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바다. 

리젠트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인상깊었던 것은 공동체를 중시여기는 이 학교의 교풍이다. 

서점과 카페와 학생들과 교수들이 편하게 담소할 수 있는 원탁의 공간, 밝은 이미지의 가구들, 수도원

에 와 있는 듯한 여러 단순하고 화사한 상징적 조형물, 권위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예배실, 예

배실 의자의 둥그런 배열, 등등 리젠트의 하드웨어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내가 또한 크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Atrium이라고 불리는 교제 공간인데 높은 천장과 유리벽, 그리고 실내 화분에 

심긴 나무, 그 사이 사이 작은 원탁과 편한 의자, 그리고 소파들,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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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노라면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진
다. 마치 작은 숲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다시 서점 얘기로 돌아간다. 책방에서 2시간 남짓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다. 목발을 짚고 한발

로 서서 읽다가 나중에는 오른 발이 마비되는 통증이 느껴져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Earl Palmer의 

‘The 24 Hour Christian,’ P.T. Forsyth의 ‘The Soul of Prayer,’ 그리고 ‘How to Keep a Spiritual 

Journal.’이라는 책을 구입하였다. 

 아침 등교길의 고통을 생각하며 어서 휠체어를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목발을 

짚고는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여기저기를 수소문하여 휠체어를 빌려주는 몇 군데에 전화하여 

그 중 가장 가깝고 저렴한 곳을 통해 휠체어를 2주 동안 50불에 빌리기로 하고 학교로 배달을 받았다. 

Darrell Johnson과의 만남

이곳 밴쿠버에 온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4:30이 되어 휠체

어를 타고 피부는 푸석거리며 머리는 부시시한채 기부스한 곳에 물이 들어갈까 봐 몇일 동안 제대로 씻
지 못하여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어울리지 않는 최대한의 화사한 표정과 흥분된 마

음으로 2층 Darrell Johnson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시간약속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불쑥 찾아간 것인

데 그는 마침 일어나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작은 문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이닥치는 나를 그는 반갑

게 맞아주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한 뒤, 재작년에 Fuller를 졸업한 얘기며, 

작년 10월에 이곳에 왔었던 얘기, Experiencing the Trinity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친구와 함께 번

역을 하였으며 한국의 IVP에 번역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임을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무척 반가

워하고 고마워 하였다.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18개의 오류들을 보여주자 한국말로 “고맙습

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 책을 쓰고 있는데 번역해 보지 않겠냐고 제

안하는 것이었다. “I would love to.” “고~맙숩늬다.” “My pleasure.” 필요하면 자신의 인터넷을 쓰

라고 하였고 지난 주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 다친 이야기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메
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Henri Nouwen의 ‘In the Name of Jesus’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내가 진실

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2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라고, 나무

처럼 한 곳에 정착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신도 종아리 근육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

다고 한다. 부산에서 입양한 당신의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예쁘지 않냐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의 소녀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 무척 새삼스러웠다. 

오후에 집에 오는데 휠체어는 목발을 짚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었다. 크고 작은 언덕이 있었고 

길도 중간 중간 비포장 도로였다. 긴 목발을 포개어 겨드랑이에 끼고 조금 전 구입한 투박한 작업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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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낀 채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힘겹게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가

까이 걸려 겨우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Don에게 도움을 청하

기로 하였다. 그의 방을 찾아가 부탁하니 흔쾌히 차를 쓰라고 열쇠를 건네준다. 고마운 사람이다. 기숙

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지하에 내려가니 T.V.가 있다. 밴쿠버의 South Central이라고 할 수 있는 

East Hasting의 마약중독자와 노숙자들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5월 13일 화요일

커피한잔을 사들고 수업에 들어갔다. 홍콩에서 온 중국인이 옆에 앉았다. 내 다리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다. 다치게 된 경위를 얘기해 주었더니 6주 정도 기부스하고 있어야 될꺼라고 하는 것이다. 

“How do you know this?” 그는 홍콩에서 General Surgeon 이었단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 이런 수

술을 많이 해 보았단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물리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인다. 

오늘 수업은 흥미로웠다. Darrell Johnson이 첫째시간에는 The Circle of Trinitarian Love

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둘째 시간에는 In-breaking of the Kingdom of God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하

였다. 수업이 끝나고 Darrell Johnson에게 The Circle과 In-breaking은 같은 개념이냐고 질문하였

더니 역시나 그렇단다.3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독교의 핵심교리가 머릿 속에 한결 명확하

게 그려지는 것 같았다. 기쁨과 감사와 감탄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인 체험이었다.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

은 이토록 큰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점심 시간에는 Darrell Johnson과 Charles Ringma의 “What is the Hope for the Church 

in Post-Christendom?” 이라는 제목의 Round Table Discussion이 있었다. 내용은 쉽게 말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수업시간에도 다룬바 있는 내용이었다. 즉 목사가 

교회의 행정을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교인들과 동등한 관계의 섬김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 새롭거나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가슴 저리는 부분이 

많은 내용이다. 

점심을 먹고 리젠트 Atrium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한국인이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David Lee(이성욱)이라고 하는데 Don과 함께 Class를 듣는 중이며 Don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었다

고 한다. 그는 Darrell Johnson의 대단한 팬이었다. 내가 그 분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다고 얘기해 주

었더니 큰 흥미를 가졌다. 이야기가 좀더 진행되면서 그가 캐나다 광림교회의 영어고등부 담당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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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갈 계획이냐고 묻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다. 사실 이번 주일에 캐나다 광림교회를 가려고 했다. (이곳에 아는 교회가 사실 그 교회밖에 

없었다.) 위치를 몰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이야. 

주일 아침 7:40에 Pick up을 오겠단다.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다. David Lee 전도사님은 2세로서 마

음이 순수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었다. 적극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푸근

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리젠트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David Lee 전도사님이 수업을 들어간 뒤 서점에 들러 여러 책들을 둘러보다가 Abraham 

Joshua Heschel의 ‘The Sabbath,’ Darrell Johnson의 Audio CDs, Eugene Peterson의 ‘Jesus 

and Prayer,’ ‘Soulcraft,’ Charles Ringma의 ‘Inner Healing & Deliverance,’ ‘Creation: Art of 

Clay’라는 책을 구입하였다. Don이 빌려준 차를 운전하여 기숙사에 돌아왔다. 

목발을 짚고 다니니 몸이 쉽게 피곤해 진다. 집에 오니 졸음이 쏟아져 1시간 넘게 낮잠을 잤

다. 일어나 지하의 Recreation Room에 가니 마침 Don이 있어서 그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리젠

트 앞에 있는 지하 Food Court에 가서 나는 월남국수를 먹고 Don은 돼지불고기를 먹었다. 내가 사겠

다고 하니 서슴없이 그러라고 한다.  

5월 14일 수요일

Don이 빌려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길을 잘 못 들어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 학교에 도

착하니 20분이나 늦었다. 수업시간에 Neil Parker라는 백인을 알게 되었다. 잠시였지만 의미 깊은 대

화를 나눌 수 있었다. 50세의 나이로 보이는 그는 캐나다의 에드몬톤에 있는 McKernan Baptist 

Church라는 대형교회의 부목사라고 한다. 안식년으로 3개월간 와 있는데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모습

이다. Paul Stevens 교수가 중간 휴식시간에 전학생들에게 다음 주 내게 등하교 차편을 제공해 줄 사

람이 없는지 광고하여 한 학생이 자원하였다. 아마도 Don이 얘기한 것 같다.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은 밝고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중국학생들과 함께 허물없이 

식사하는 Paul Stevens 교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학교의 실내장식도 화사하고 아늑한 느낌이다.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서로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실내 작은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불러 주셨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하고 책을 읽다가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건장한 백인 학생 하나가 다가와 

어떻게 다리를 다쳤냐고 묻는다. 아킬레스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말해주었더니 무척 반가워한다. 자신

도 몇달 전 똑같은 부상을 당해 6주동안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지난 주에 기부스를 풀었

단다. 발목 뒤로 수술상처를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크고 흉한 상처였다. 15 cm는 되어 보였다.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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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게 되겠구나 싶었지만 기부스를 풀고 나서 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의 말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도 기부스를 풀기 전에 많이 걱정했단다. 그의 반가워

함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나도 그런 그를 만나 반가웠다.

서점에 들러 다음과 같은 Audio CD를 구입하였다. History of Christianity, New 

Testament Foundation, Old Testament Foundation, Down to Earth Spirituality.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와서 인사를 한다. 스티브라고 하는 2세이다. 같은 클라스에 있다고 하며 어

떻게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가로 얘기를 시작하여 마침 내가 UCLA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나왔냐고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했더니 자신은 가을 학기부터 UCLA 법대에 가게 되었단다. 뉴욕에

서 자랐으며 Georgetown University에서 International Relation을 공부하였으며 졸업하고 미 8군 

장교로 용산에 지난 2년 동안 있었으며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 참석하였단다. 온누리교회에서의 경험

은 한국의 권위주의와 반미감정으로 인해 한국말과 문화가 서툰 그에게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던듯 

하다. 리젠트에서의 지난 일년이 자신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Don의 차를 몰고 밴쿠버 다운타운 Robson 거리에 갔다. 오래 있지는 못했다. 두시간 가량 주

차하고 그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둘러보니 P.C. 방이 있다. 들어가서 그간 확인 못한 이메일들을 확

인하고 답장하고 나오니 40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둘러보니 만두가게가 눈에 

띄는데 그림메뉴가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들어가서 돌솥비빔밥과 만두를 시켜 먹었다. 얼마나 맛있

게 먹었는지 모른다. 여행을 하다보면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인데 먹는 것, 대화하는 것, 걷는 것, 보이는 

것 등 모든 작은 행위들이 새롭게 느껴진다.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
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게 된다.  물만두 하나를 입에 넣고 만두가 내 입 속에서 침에 완

전히 분해되어 물이 될 때까지 씹고 씹고 또 씹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물만두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바보처럼 혼자 미소짓다가 웨이트레스와 눈이 마주쳐 어색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매 순간 수간을 꼭꼭 씹어 소화하지 못하고 대충 씹어 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기 나에

게 주어진 시간을 깊이 음미하면서 주어진 한 순간 한 순간을 깊이 살아내고 싶다. 

기숙사에 돌아 오니 백인 여학생 한명이 아무도 없는 1층 로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

다. 바이올린의 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난 미처 몰랐다. 그런 격조 높은 분위기 속에서 나

는 Don과 Ice Hockey를 시청하였다.

Don과 함께 저녁 8:00-9:30까지 하는 리젠트신학교 총장 Rod Wilson의 “Christians and 

Anger: Breaking the Silence”라는 Evening Public Lecture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채플

을 메웠다. 바닥과 계단에 앉는 사람도 많았다. ‘화’에 대해 심리학자인 Rod Wilson은 그것이 부끄러

운 것이 아닌 자연스런 인간의 감정의 하나이며, 감추어두면 병이 된다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야기 

하였는데 웅변술과 예화사용이 뛰어나 새로운 내용처럼 들렸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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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난 뒤 우연히 Joshua Kim을 만났다. 그는 Fuller에서부터 알던 2세였는데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는 줄 몰랐기에 무척 반가웠다.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함께 점심을 먹기

로 약속했다. Don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다.

5월 15일 목요일

수업이 없는 날이라 9시까지 푹 잤다. 오전에는 책을 보고 12시쯤 집을 나서 Don의 차를 타고 

Vancouver Downtown에 갔다. Robson 길에 차를 세워두고 2시간어치 동전을 넣은 후 목발을 짚고 

거리를 거닐었다. 상점들과 사람들을 구경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활기찬 밴쿠버 거리의 싱그러움

을 만끽하였다. 조금 팔이 아파와서 잠시 쉴 겸 사거리에 위치한 Starbucks에 들러 야외에 앉아 커피

를 마시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였다.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 많은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눈에 

띄였다. 짜증스런 L.A.의 미국인들과 달리 여유롭고 온화한 이곳 백인들의 표정, 모든 구경 중에 사람 

구경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옆 자리에 나보다 더 허름한 옷차림의 다소 비만

한 흑인이 앉았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제대로 빗지 않은 머리와 멍게처럼 거친 피부는 그리 호감이 

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그리고 30분 남짓 그와 이런 저런 재미있는 대화를 나

누었다. 그는 매우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라고 한다. 배우가 되기 위해 L.A.에서 두달 

동안 산 적이 있다고 한다. 뜻밖에도 나와 동갑이란다. 30대 후반은 되어 보였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

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25살로 본다는 것이다. 농담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상처 받을 것 같아 맞장구

를 쳐 주었다.

일본 라면을 한그릇 점심으로 먹고 기숙사로 돌아와 L.A Lakers 와 San Antonio Spurs 의 

농구 경기를 시청하였다. Spurs가 Lakers를 엄청난 스코어로 제치고 NBA Final에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L.A. 주민이면서도 은근히 Spurs가 이기기를 바랬다. 너무 L.A.만 이기는 것 같아서 말이다. 비

참하게 깨진 뒤 Kobe과 Fisher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비춰졌다. 안된 모습이지만 누가 이기던 그것

이 우리 모두에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이랴. 

기숙사에 돌아오니 한국목사님들이 잔뜩 모여 있다. 왠일인가 알아보니 캐나다장로교단 소속 

한인 목사님들의 모임이란다. 레크리에이션 룸에 갔더니 거기 성찬식과 다과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권

사님들의 모습이 보인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분주하게 포도주스를 성찬기에 따르고 과일을 깎고 디저

트를 준비하는데 그 분주한 모습이 무척 안쓰러워 보인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 보니 목사님들은 모두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계시다. 수면 위의 백조가 우아한 모습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면 밑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발놀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낮에 Walteria 꽃집에 전화하여 내일 지혜 생일에 꽃을 배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또집

사님께서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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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Ice Hockey 경기를 시청한 뒤 Don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언제 Victoria 

Island에 오게 되면 꼭 자기 집에 와서 머물기 바란다고 한다. 고마운 사람이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

게 그처럼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건강한 캐나다 백인가정의 전형을 보는 듯 하

였다.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이다. 그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의 차

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었으며 Darrell Johnson의 ‘Experiencing the Trinity’ 책을 선물하였다. 

그와 작별인사를 나눈 뒤 잠시 후 기숙사 방에 돌아와 보니 그가 내 방문 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드
를 남겨 두었다. 감사한 사람. 

May 2003, 

Sung, 

It was very good to meet you and get to know you a little bit. I enjoyed your 

company this week, and saw the heart of a pastor in you. Also a scholar! Darrell is 

fortunate to have you translating his works. Thank you for the book… I hope to meet 

Jeehye and Suh Young some day also, maybe in Victoria? I trust June 15 ordination is 

a very special day… 

crutches or no crutches! 

Don 

잔디밭 벤치에 목발을 세워놓고 우두커니 앉아 어린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을 은퇴한 노인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때 나를 차로 태워주기로 자원한 Stanley를 우연히 만났

다. 전에 Darrell Johnson의 Preaching Class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내일과 다음 주 수업에 라이드 

해줄 시간을 약속하고 앞으로 매일 저녁 때 저녁을 사서 배달해 주겠다고 한다. 근처에 밥 먹을 곳이 없

는데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나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먼저 걱정하고 배려해 준 것
이다. 생각해 보니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의 친절한 배려에 감사할 뿐이다. 지나가던 

Alfred를 소개시켜 주었다. 홍콩에서 왔다고 하는데 과묵한 얼굴이었지만 진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

다. 홍콩에서 왔다는 응급실 의사를 또 만났는데 또 다시 다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내

가 묵는 ㄷ 자 모양의 기숙사 앞과 옆 건물에 산다고 한다. 가운데 잔디 밭이 있는데 아늑한 이곳 잔디

밭에서 뛰노는 중국 어린아이들과 젊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토록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 없다. 서영이

도 이런 곳에 데려오면 얼마나 즐거워할까!  

David Lee 전도사님과 전화 통화했는데 주일 영어고등부 설교를 해 주지 않겠냐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목발 짚고 강대상에 서는 것도 그렇고, 옷도 마땅치 않고, 준비도 안되었고 해서 정중히 사

양하였다. 

매일 자기 전에 지혜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오늘도 전화통화하는데 서영이가 전화에 대고 “아빠, 아

빠,” 하고 부른다. 낮에도 “아빠”하고 부르며 자기 왼쪽 다리를 가리키며 아픈 표정을 지으며 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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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도하며 ‘아멘’이라고 한단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말이다! 아내

와 서영이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모르겠다. 돌아가

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되리라.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지혜 생일이다. 옆에 있어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돌아가면 잘 해 주어야 

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희생하는 여자다. 꽃배달은 제대로 되었을지, 

그 꽃 받고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였다. 참으로 작은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여잔데 그나마도 해주지 

못하는 분주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치유자요, 동반자요, 안내자인 지혜가 내 아내라는 

것이 생각할수록 든든하고 감사할 뿐이다. 서영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를 둬

서! 나만큼이나 행복한 서영이다. 많은 이에게 기쁨과 치유와 의미를 주는 아내여, Happy Birthday 

to you from your loving husband!  

Prayer Retreat

St. Mark’s College에서 9:00-4:00까지 Darrell Johnson이 인도하는 Prayer Retreat(기도

수양회)이 있었다. 가는 길은 짧은 거리지만 Stanley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 

점심 시간에는 Neil Parker와 리젠트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며, 19살 딸아

이가 심한 병에 걸려 병원에 있다는 얘기, 아내가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에게 털어놓았

다. 

빡빡한 일정의 수양회가 아닌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조용한 수양회였다. Darrell 

Johnson의 인도하에 Dialogical Bible Study라는 것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었다. 

Luke 18:35-43(NASV)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

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맹인은 보

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

리고 곧 맹인은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고쳐 써 보라는 것이다. 예

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대답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적었다. 마친 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발표하라고 하였

다. 다음은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내용이다. 

지난 3개월 전부터 이번 여행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였다. 다음 달 목사 안수를 앞

두고 이 두주 동안이 참된 목회란 무엇인가 묵상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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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밴쿠버에 와서 휴식하며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바로 전 주에 예

상치도 않게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내 마음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약한 왼발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

는 것이었다. 가보고 싶었던 Stanley 공원, Robson Street도 못 가게 되었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친 왼발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면서 냄새 나고, 부어올라 못생긴 왼발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

사한 마음이 생겼다. 지금까지 나의 왼발로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 주었던 것이 감사하였다. 백혈구

와 적혈구를 보내주며, 기부스로 감싸주며 기부스를 풀고 나면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 마사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아 나

서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

아보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다친 왼발도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왼발을 다쳐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나의 발목이 붙잡혀 생활

이 온통 비효율적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 목회는 효율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발전(Progress)에 대한 것

이 아니다. 목회는 에베소서가 말하듯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건강한 지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는 지속적인 관심이며, 약한 지체를 위해 다른 지

체들이 섬기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섬김이야말로 목회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Spiritual Journaling의 필요성

Darrell Johnson이 한 말 가운데 자신의 집에 한 쪽 벽에 쌓여있는 Spiritual Journal들에 대

한 이야기가 인상 깊다. 오늘 Prayer Retreat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Spiritual 

Journaling의 중요성은 최근 내가 느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Spiritual Journaling

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영성훈련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많은 것을 동시에 생각하고 닥

치는데로 읽으면서 정리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나에게 글쓰기 훈련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쓰기 훈련이야말로 내가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습관임을 절감하였다. 

 Darrell Johnson의 낡은 가죽성경은 또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무언으로 말해 주었는가! 

그의 머리 속엔 성경의 내용이 모두 한편의 영화처럼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구절에 어떤 말씀

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중간 중간 소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번째 소그룹에서는 알미니안
계로 보이는 한 형제와 한국인 2세로 보이는 다른 형제와 셋이서 한 그룹이 되었다. Prayer Retreat이 

끝난 후 이창수라는 이름의 그 형제와 잠시 얘기하게 되었는데 서로 한국말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저녁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지 않겠냐고 초대해 주었다. 별다른 계획도 없었던 터라 

6시에 햄버거를 배달해 주기로 한 Stanley에게 전화해 주고 기꺼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였다.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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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Neil Parker가 자원하여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우리 셋은 오늘 Prayer Retreat 시간이 얼마

나 좋았는지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며 편안하고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촉촉히 젖은 숲이 우거진 길을 

미끄러지듯 운전하여 창수 형제의 집에까지 도착하였다. Neil에게 Abraham Heschel의 ‘The 

Sabbath’라는 책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주었다가 책에 벌써 내 이름을 

적고 밑 줄 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새것을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동안 내가 구입

한 Darrell Johnson의 Audio CD를 들어보라고 빌려주었다. 

창수 형제의 집은 아름다운 집이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사방으로 작은 뜰이 바라보이는 유

리벽으로 이루어진 공부방이 무척 아늑해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 그의 아내가 미리 전화연락을 받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사람 모두 74년생 동갑내기 부부라고 한다. 창수형제는 건전한 인격과 넉넉한 

마음, Georgetown Univ.를 졸업한 똑똑한 청년이었고, 그의 아내는 활발하고 꾸밈없는 순수한 성격

을 지녔으며 맨하탄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수재였다. 집 안 분위기나 실내장식, 두 사람의 모습을 통

해 전형적인 엘리트 부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나를 위해 육개장과 갈비, 부친개를 정성스레 

요리해 주어 맛있게 먹었다. 두 부부와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조금 있으니까 밴쿠버두레교

회 청년부 형제 두 명이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원형이라는 형제는 69년생인 듯하였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있단다. 한국에서 

언어연수생으로 와 있다고 하며 한국에서도 찬양사역을 활발히 하였다고 한다. 그와 찬양사역의 중요

성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 하였다. 리젠트신학교 채플 시간에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는 Dana의 

모습과 곡 선정, 한곡한곡에 대한 깊은 역사적, 신학적 이해로부터 우러나온 멘트에서 큰 은혜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을 이야기 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 지혜와 전화하였다. 꽃 잘 받았고 식구들, 친구들과 

같이 가든그로브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식사하였다고 한다. 

5월 17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J.I Packer와 Gordon Fee의 Senior Faculty Lecture가 있었다. 

세계적인 두 신학 석학이다. Wisdom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였

다.

아침에 Stanley가 데려다 주었으며 조금 일찍 도착하여 두명의 싱가폴에서 온 중년의 부부와 함께 아

침을 먹었다. Engineer라는데 은퇴 후 밴쿠버로 이주할 계획이란다. 보기에 매우 엘리트 부부로 보인

다. 점심은 Steve와 함께 먹었다. 

끝나고 Stanley와 함께 집에 오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토요일 저녁인

데 어딜 갈수도 없고 해서 지하에 있는 Recreation Room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T.V.를 잠깐 보고 올라

와서 책을 읽었다. 날씨도 화창한데 작은 독방 기숙사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지만 이것도 신앙훈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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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자유롭다. 

서영이와 지혜가 많이 보고 싶다. 9:30 쯤 지혜와 전화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서영

이가 옆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재롱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내일은 교회에 가야 하니 힘들지만 샤워

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

 5월 18일 일요일

캐나다 광림교회
아침 7:40에 David Lee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내가 묵는 기숙사에 데리러 오셨고, 가는 

길에 중국 학생 한명을 Pick up 해서 광림교회로 갔다. 10시에 영어고등부 예배, 12시에 한국어 중고

등부 예배, 점심을 먹고 2시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였다. David 전도사님은 2세인데 사모님은 한국

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민 온 1세였다. 매우 헌신적이고 착한 분이었다. 두분 모두 75년생이라고 한

다. 차 안에서 즐거운 대화시간을 가졌다. 영어고등부 예배는 매우 차분하고 학생들이 순수하며 깔끔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12시 한국어 중고등부 예배는 좀더 활기찬 분위기였고 내 뒤에 앉은 두 녀석은 

처음 온 것 같은데 계속 여자얘기만 하는 것이었다. 찬양팀의 한 여학생이 ‘코요테’의 누구를 닮았다느

니…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예배 어땠을까? Daniel Han 전도사님이 내 대신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다. 

지난 10월에 만났던 박선종 전도사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점심시간에는 원래 점심

이 마련되지 않는데 특별히(?) David 전도사님이 부탁해서 잘 대접 받고 2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였

다. 그런데 그 시간은 몸이 피곤해서 거의 내내 졸음과의 전쟁이었다. 

그 교회 Daniel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늘부터 휴가를 맞아 토론토로 돌아간다고 David 전도

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 분을 밴쿠버 국제 공항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리젠트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잠시 T.V.보다가 올라와 있다. 

내일과 모래는 수업이 없다. 모두들 Bowen Island에서 하는 2박 3일 수양회에 참석하는데 나

는 청강생이기에 참가할 수 없단다. 이틀 동안 뭘 할지 모르겠다. 

 

 5월 19일 월요일

시간과 공간
오늘은 Victoria’s Day라고 하는 캐나다의 공휴일이다. 아마도 영국 Victoria 여왕과 무슨 연

관이 있는 듯한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오늘부터 여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어제와 기후

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어제는 봄이었으며 오늘은 여름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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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의 틀 속에서 우리는 생각
의 전환,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틈틈히 읽고 있는 Abraham 

Joshua Heschel가 ‘The Sabbath’라는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인간은 공간적

인 존재인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민감하면

서 시간을 세워가는데는 민감하지 못하다. 공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다. 물질의 세계이며 소유의 세

계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꾸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재산을 확장하고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간

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적인 것에 많은 가치를 둔다. 안식일, 절기들, 때가 차매…, 영원 

등등 말이다. 인간은 가장 귀한 순간(순간이라는 말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가!)을 회상할 때, 공간적

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기억한다. 지혜의 외할머니께서는 올해 94세이시다. 당신의 삶을 

회상하시면서 공간적으로 기억하시지 않는다. 순간으로서, 사건으로서, 스토리로서 기억하신다. 당신

의 삶의 가장 의미있었던 순간을 시간과 사건의 변화로서 인식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간보

다 시간을 가꾸는데 좀더 노력해야 하리라. 그것은 다시 말해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

진 삶의 시간들을 구원하며 사는 삶이다. 지금 이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거나 낭비하

는 것은 순전히 나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구원 받은 자의 삶이란 순간순간의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다. 

하루의 특정한 시간을 떼어내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시간은 귀하게 쓰여진 시간이며 구원
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은 그것이 운전이든, 커피마시기이든, 잠자기이든 모

두 구원 받은 시간이다.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L.A.에 돌아가면 피아노를 배우리라고 결심하였다. 그것이 시간적 예술이라는 이

유로 말이다. 

 오전에는 책을 보았고 배가 고파서 Vancouver School of Theology에 어제 Stanley가 말해

준 Cafeteria가 몇시에 문을 여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숙사 사무실에 갔는데 공휴일이라고 아무도 없

다. 휠체어를 타고 서성거리는데 며칠 전 Stanley에게서 소개 받은 Alfred라는 홍콩인이 지나가는 것

이다. VST 식당이 몇시에 문을 여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늘이 공휴일이라 문을 여는지 모르겠다

고 하며 점심을 먹으려고 하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점심을 차려주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사양하다가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고맙다고 하였더니 잠시 기다리란다. 잠시 뒤 쟁반에 

우유와 삶은 달걀, 홍콩 빵 세개, 옥수수와 버섯을 볶은 음식을 예쁘게 차려왔다. 기숙사 라운지에서 

깊은 감사의 식사기도를 올린 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은 뒤 쟁반과 그릇을 돌려주고 기숙사 

라운지에 꽃혀있는 책들을 구경하였다. 누구나 읽으라고 갖다놓은 책인데 귀한 책들이 많았다. 

Arnold Toynbee의 The Study of History, Thomas Carlyle의 Sartor Resartus, Pascal의 

Pensee, George Eldon Ladd의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Mark Twain 전집, Robert 

Browning의 시전집, Albert Schweitzer의 사진집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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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쯤 되어 기숙사 방안에만 갖혀 있는 것이 답답하여 목발을 짚고 바닷가에 가보기로 

하였다. 한걸음 한걸음 옮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극기훈련한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걸어서 바

다로 내려가는 #3 Trail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지만 무척 아름다웠다. 지혜와 서

영이를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가니 가슴이 탁 트이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

졌다. 스모그가 없는 거울같이 맑은 도시, 멀리 흰 눈에 덮인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은빛 바다와 

신기루 같은 도시가 어른거린다. 

나중에 안 것인데 이곳은 Nude Beach였다. 몇몇 백인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채 자유롭게 

백사장을 걸어다니고, 한쪽 구석에는 말쑥하고도 어색하게 짧은 바지의 양복을 차려 입은 장발의 중국

인 하나가 긴장한 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의 셔터를 

몰래 눌러대고 있다. 또한 가족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바위 틈 사이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RECYCLE’이라고 쓰인 봉지에 뭔가를 열심히 주워담고 있다. 거기에 목발을 짚고 땀 흘리고 서 있는 

한국인 청년인 나, 이 모든 광경이 참으로 재미있게 느껴져 웃음이 나왔다. 

바위 틈을 걸어보고 싶어 갔더니 손바닥만한 굴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다. 그 중 하나를 떼내어 

Swiss Army Knife로 벌려보니 레돈도 비치의 ‘한국횟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굴이 들어있는 

것이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몰라 바라만 보다가(사실은 먹어선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까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 멀리 거대한 유조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내려놓았다. 먹진 않았어

도 굴밭에 앉아있노라니 왠지 배가 든든한 느낌이었다. 

 목발을 짚고 해변이 걸어보고 싶어 갔다가 그만 갯벌에 빠지고 말았다. 목발이 반정도 푹푹 빠

지고 오른쪽 다리도 발목 위까지 빠지는 난감한 상황에서 수술한 왼발이 젖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필사
적으로 빠져나와보니 오른쪽 구두와 바지가 회색 흙탕물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다. 서른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상황을 종종 만드는 내 모습이 처량하다. 노숙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

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 8시 넘어서까지 잤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

다. 12시까지 책을 읽고 VST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백인 여학생이 동석하여 이

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백인 남학생이 동석하게 되었다. 여러얘기를 나누었고 여학생은 약

속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뜨고 전형적인 Anglo-Saxon으로 보이는 그 남학생과(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아들 윌리엄 왕자를 닮았다.) 둘이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UBC에서 수학과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

다고 한다. 그럼 비트겐슈타인을 아냐고 물었더니 얼굴이 밝아지며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를 읽었노라고…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에 대한 얘기며 인뉴엣(여기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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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모를 이렇게 부른다.)들의 언어가 시베리아, 티벳, 몽고족과 같은 뿌리에서 기원한 얘기며, Koine 

Greek과 아람어에 대한 얘기들을 흥미롭게 나누었다. 나에게 Early Church History에 관심이 있냐

고 묻는 것이다. 대학교 때 전공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해주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며 질문을 하나 해

도 되겠냐는 것이다. 뭐냐고 물었더니 성경 외에 예수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Josephus의 ‘Antiquities of the Jews’의 야고보에 대한 언급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 잠시 나오는 것과 Tacitus의 ‘Annals’와, Suetonius의 문서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영지주의

(Gnosticism)에서 비롯된 도마복음서(Gospel of Thomas)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그 학생

의 눈빛이 흥미로움으로 반짝이며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

해 자신은 무척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왜 그런 책이 성경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사랑과 용서, 자비

를 말하는 다른 신약성경과는 너무도 모순되는 것 같은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그 책이 왜 신약성경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깊이 사고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에 철학적으

로 대답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성경의 역사관은 

끊임없이 반복하기만 하는 순회론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며 창조주의 의지, 혹은 목적을 향해 진행되

는 구원사관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벌써 체험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

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

이라는 현실이 표현되는 것임을 말해주었다. 즉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온

전한 임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책이라고 말해 주었다. 더 나아가 배고픔을 모르고서 

배부름을 알 수 없듯이 심판과 멸망을 떠나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없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마치고 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명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고 칭찬하곤 수업이 

늦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다시 만나게 되면 계속 얘기하자는 인사와 함께. 그의 칭찬에 마음

이 흐뭇하였다.

시간이 2시쯤 되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비가 왔다. 버스정거장에서 

비를 맞으며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시내에 가서도 힘들 것 같아 기숙사로 돌아

가기로 하였다. 지하 T.V. Room에 가서 T.V를 보고 있자니 Lebanon에서 온 50대의 Engineer가 와

서 함께 T.V.를 보다가 여러 정치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아랍인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캐톨릭이며 레바논의 경우 40%가 캐톨릭 신자라는 얘기와 사

담 후세인의 2인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민중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며, 호메이니가 독재하였던 이란처럼 반미, 반서방국가주의자들인 근본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할 가

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세계최고의 원유보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방국가를 향한 원유수출에 막대
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 한 미국이 제 2의 원유보유국인 이라크를 공격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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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냉전당시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 이란에 원조해 주었던 첨단무기들이 나중에 근본주의 정부

에 넘어가게 되어 테러에 악용된 것처럼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있는 생화학무기도 이라크 내 근본주
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후세인 정부에 미국이 공급해 준 것이란다. 올해 다큐멘타리 부분 오스카상을 

수상한 ‘Bowling for Columbine’이라는 작품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이다. 미국을 떠

나 제 3국에 와 보니 좀더 객관적으로 미국에 대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쟁은 섣부른 전쟁

이다.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불필요한 전쟁이다. 미국이 전 세계와 어색한 관계에 놓이게 된 전쟁

이며, 자칫 모슬렘과 크리스찬들 사이를 혐오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전쟁이다. 기독교라는 최고의 옷을 

걸치기를 포기한지 오래 된 미국이 아랍인들 앞에 종교적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기
독교가 자신의 옷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옷을 입기에 미국은 너무도 비만하다. 

5월 21일 수요일

둘째 주의 첫번째 수업이 있었다. Hazelnut Latte를 사들고 3시간의 수업을 즐겁게 들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청강생이기에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지 모른다. 수업이 끝나고는 약속대로 Joshua Kim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둘이 만나기로 하였는데 Steve와 David Lee 전도사님, 창수 등 여러 명이 동석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에 Joshua가 밴쿠버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서 둘이서 Stanley Park에도 가고 이곳 저곳 운전하고 

Robson과 Granville에서 피자를 먹고 8시에 있는 Ian Provan 교수의 Public Lecture에 참석하였다. 

그와 둘이서 거의 6시간을 같이 있었던 셈이다. 

 Joshua는 김진홍 목사님의 첫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영어가 편한 2세이다.(한국말

은 어느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경상도 시골남자를 연상시키는 김진홍목사님과는 조금 뜻밖의 대조

적 이미지이다. 동안이라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한살이 많았다. 70년생이라

고 한다. 그는 친근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거의 10년 전쯤 우리교회에서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4일 동안 부흥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어린 Joshua를 처음 만난 얘기를 하시면서 감정

에 북받쳐 우시느라고 부흥회가 잠시 중단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왠지 시큰둥한 

표정이다. 아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Joshua는 온누리교회에

서 2년 동안 영어목회를 하면서 한국과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2세

들이 그렇듯 서울의 길거리 떡볶이, 순대, 오뎅 등에서 비롯된 일차원적인 흥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발전된 듯하다. 한국에서 다소 부정적인 경험을 한 Steve

와는 상반된 간증이었다. Joshua가 한국을 좋아한 이유는 아마도 Joshua가 목회자였으며 아버지로 인

한 프레미엄도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였기에 미국에서보다 대우가 좋았던 것은 사
실이지만 나중에 하용조 목사님이 예배시간에 그가 김진홍 목사님의 아들임을 교인들에게 광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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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오히려 특권을 누린다 소문을 방지하려는 조심성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온누리교회에서의 경험을 들으며 잠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다닐 때 연세대에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같던 나의 친구들을 여름방

학 때마다 L.A. 공항에 데려주며 나는 얼마나 부러워 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웃을 수 있다. 

5월 22일 목요일

아침 수업에는 오늘도 Stanley가 데려다 주었다.  

아이콘(Icon)

수업 후 2층 갤러리에서 ‘Translations of the Word’라는 제목의 동방정교(Greek 

Orthodox) 아이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Golgotha 라고 하는 16세기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내하는 여자가 와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해 주었다. 아이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4세기경 서방교

회와 동방교회가 Iconoclastic Movement라는 교리적인 차이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

였다. 그 이후로 서방교회, 즉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3차원적인 입체조형물을 통해서도 신앙

을 표현하는 예술형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 마리아나 성자들의 동

상들과 입체적인 Crucifix(십자가에 달려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동방교회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에 위배된다고 하여 입체 조형물을 일체 금하고 2차원적인 

아이콘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내원의 설명에 의해 좀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콘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콘이 감상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

다는 것이다. 아이콘의 형태는 화가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전통과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붓자국 하나 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한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긴 코, 

작은 입, 작은 귀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모습은 모두 영원한 시간의 한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영

원한 시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이콘에는 웃는 얼굴이 없다. 슬픈 표정에 더 가까운 얼굴

들이지만 그렇다고 슬픔과 절망과 고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

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이콘에는 

그림자가 없으며, 멀리 있다고 해서 작아보이는 것도 아니며, Perspective가 없기에 원근개념이 없다. 

공간에 갖힌 인간의 제한된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

이콘에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에서 전혀 시간의 흐름이 느껴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이콘은 영적인 현실의 실체를 반영하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과 

공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그러기에 아이콘은 단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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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이콘을 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콘을 관찰하는 것이다. 주

변부터 시작해서 원을 그리면서 중심으로 시선을 이동해 나간다. 그러면서 아이콘에 담긴 여러 상징들

을 눈으로 인식하고 관찰한다. 다음으로 그 상징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예수님의 특정한 손가락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들고 계신 책은 무엇인가? 색채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등등. 그런 후 여러 상징들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아이콘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며, 아이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이 가리키는 것

을 보는 것이다. 창문의 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 뒤에 펼쳐진 풍경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이콘이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영적인 우주의 실체와 그 앞에 서 있는 나만 있는 것이
다. 그렇기에 아이콘은 유리액자에 담기지 않고 인간 눈의 조리개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한 중국인 학생과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주석을 고르는 요령과 한국교

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인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었다. 3시 40분쯤 Stanley를 만나 기숙사

에 왔다. 저녁을 먹으러 VST Cafeteria에 갔는데 거기서 오늘 점심 때 잠깐 만난 John Mason을 다시 

만나게 되어 함께 저녁 먹으며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Fuller에서 1년 공부하였던 것과 미국장로교 교

단 내의 여러 이야기며, Darrell Johnson, Earl Palmer, Fred Creddock과 같은 영어권 설교자들에 

대한 얘기 등을 나누었다. 그와 2시간 남짓 대화 나누고 방에 돌아와있다. 

연약함(Vulnerability)과 치유 

지금은 많이 너덜해졌지만 나의 왼쪽 발목을 여전히 감싸주고 있는 부목과 붕대가 감사하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심한 부상을 당한채 보호받지 못하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왼발을 

생각할 때 너무도 처량해진다. 삶의 효율성에 집착한다면 왼발이 참 원망스러운 것이지만 삶의 전체적 

건강과 온전함(Integrity)을 생각한다면 왼발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효율성이야말

로 이 시대의 궁극적인 욕심과 쾌락과 불안감이 만들어낸 여러 지독한 우상 가운데 하나이다. 항상 그

렇듯 우상은 찰나적인 만족은 주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온갖 부작용을 만들어낸다.(초조함, 분주함, 

인간의 착취와 도구화, 상향주의 등등)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의 피해자가 되어 뛰지 못하고 오히려 목

발을 짚고 다닌다.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면 이번 여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내 성격에 비추어 기숙사 

방안에만 갖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을 것이 뻔하다. 다리를 

다쳤기에 기숙사 방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

보다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리를 다쳤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으며 그것

을 시작으로 그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감사할 뿐이다. 약한 것이 강점이 된다는 역설은 여기

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약한 모습, 어딘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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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상호의존의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엉뚱한 발상이지만 내 몸이 왼발 뿐

이었더라면 나의 왼발은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 아파하며, 왼발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 주었던 

오른발을 비롯한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왼발은 치유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번 여행을 통해 리젠트 공동체에 많은 빚을 졌다. 여러 좋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는 파열된 아킬레스

근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부상에 동참해 주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

다. 두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인지 모른다. 나의 의지대

로 움직여주는 몸과 호흡, 생명, 이 땅 위에 살아있다는 것, 묵상할수록 감사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는 연약함 속에 내재하는 축복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치유는 지

속적 관심이다. 치유는 감싸주는 보호이다. 치유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치유는 필요한 것을 끊임없

이 공급해주는 것이다. 치유는 희생하는 것이다. 치유는 인내하는 것이다. 치유는 효율성을 버리고 사

랑으로 그 자리에 함께 멈춰 주는 것이다. 목회는 그런 면에서 치유여야 할 것이다. 다리를 다쳤기에 나

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면 가보지 못했을 곳을 거닐게 되었다. 평화롭고 기쁘고 

조용한 비공간적 공간이다. 지리적으론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넘어 목발을 짚고서야 

비로소 그 나라의 깊은 내륙을 밟게 되었다. 

연약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약하다는 이유만

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자’가 찍혀있어야 할 것이다.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쓰시는 도구이자 자격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

님의 지혜이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상향주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도, 낮은 곳, 연약

한 곳, 비천하고 멸시받는 곳을 향한 하향주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기 내가 평생 묵상

하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18-31(표준새번역)을 인용한다. 선포되는 것 만으로도 참으로 통쾌한 복음

이 아닐 수 없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 하였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

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

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

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

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

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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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

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
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

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

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

는 것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일까 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4시쯤 깨서 글을 쓰고 마지막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 아침에는 Stanley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Hazelnut Latte와 Croissant를 

사서 수업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Chapel 강의실에 앉아 있노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감

격스럽다. Darrell Johnson은 오늘 에베소서 6:10-20에 근거하여 Spiritual Warfare에 대해 강의하

였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

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

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

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잇도록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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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

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10-20, 표준새번역)

위의 구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방어무기
1. 진리로 허리띠, 

2. 정의의 가슴막이, 

3. 평화의 복음의 신발, 

4. 믿음의 방패, 

5. 구원의 투구, 

공격무기
6. 성령의 칼(곧 하나님의 말씀)

7. 성령 안에서 기도(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이것은 영성훈련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Darrell Johnson은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위의 

전투장비를 하나 하나 입는 것을 머리 속에 시각화한다고 한다. 나도 해보고 싶은 영적습관이다. 

기름부음의 기도(Annointing Prayer)

수업이 끝나고 30분 동안 기름 부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 안수기도와도 비슷한 것인데 실제

로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나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름부음의 기도를 받아

보는 것이었다. 다섯명의 기도자가 앞에 서 있었고 수업을 들었던 우리 모두 줄을 서서 기름부음의 기

도를 받았다. 나는 물론 Darrell Johnson에게 기도 받기를 원했고 다음 달에 있을 목사 안수를 위해 기

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나의 이마에 십자가형으로 기름을 붓고(바르고) 안수기도를 해 주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가 기도한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두가지가 기억에 남는

다. “Jesus will draw you closer to his circle of Trinitarian love.” 그리고 “Jesus will never let 

you go and he will always be with you.” 그것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며 내 마음 속에 강하

게 각인되었다. “He will never let me go.”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

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으며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목회는 내가 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
닫게 하여 주셨다. 목회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다. 

기도를 받고 잠시 앉아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이며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티끌에 불과한 나와 친밀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목회와 영성의 의미를 찾아 떠난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 여행기))                                    26 페이지



친구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시 144:3, 개역개정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의 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내 마

음 속에 싹트고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현실을 머리 속에 그려볼 때 나는 참으로 복 받은 자

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욱 나와 함

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나를 감싸 안아주니 나는 진정 부족한 것이 없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
지고 있습니다.” (고후 6:10, 공동번역) I am so grateful for everything! Oh, I am so grateful!

수업 후, Chapel 시간이 있었다. 특별히 금요일이고 한 Term이 끝나는 주였기에 성찬식이 있

었다. 피아노를 치며 찬양인도하는 Dana라는 중년의 백인여인, 기타를 맡은 백인 남학생과 플룻의 흑

인 여학생, 콩가를 맡은 또 다른 백인 남학생, 네 명의 연주와 Dana의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잔잔

하고도 영혼 깊은 곳을 들추어내는 찬양인도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 어떤 인위적인 경건을 배제한 채 무척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졌다. 성찬

식에 보통 Welch 회사제품의 포도쥬스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로서는 실제 포도주를 사용

한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엉뚱한 얘기지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유별나게 부족한 나의 얼굴은 

성찬식이 축도로 마칠 때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포도주대신 포도쥬스를 사용하는 장로교 전통

의 깊은 뜻을 감사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내가 내일이면 L.A.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반갑게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건네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Stanley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Darrell Johnson의 ‘Experiencing the Trinity’를 선물하려고 하였는데 그 책을 벌써 읽었단다. 

그래서 리젠트 서점의 30불짜리 선물권으로 감사를 표현하였다. Stanley는 내일 떠나기 전에 꼭 자기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한다, 홍콩음식을 맛있게 해 주겠다고. Neil Parker는 긍휼

(Compassionate)한 눈빛과 여러 축복의 말로 인사해 주었다. 나에게 빌려준 작은 소책자를 돌려주었

고 Abraham Joshua Heschel의 “The Sabbath”를 선물하고 그에게 빌려준 Darrell Johnson의 

Audio CD를 돌려받고 굳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헤어질 때 그가 준 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ar Sung, 

Blessings on your ordination to the ministry of the Gospel, 

May the Father guide your path because it is his pathway, 

May you explore your creativity blessing others and giving yourself satisfaction, 

May you maintain your boundaries so you can “keep on keep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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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ings, 

Neil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창수형제도 여러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나누고 헤
어졌으며, David Lee 전도사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인사하였

다.  Matthew라는 싱가폴 사람의 아내는 지난 금요일 날 Prayer Retreat 때 나와 한 그룹에 있었던 여

자인데 내가 그 때 나눈 얘기가 오래 기억에 남으며 어제도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
누었다고 한다. 만나서 반가웠으며 좀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악의라고는 전

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선한 얼굴을 가진 그 분은 짧은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 글

썽이는 눈물에서 순간적으로 언어를 넘어서는 ‘성도의 교통함’을 느낄 수 있었다.  

Steve가 함께 점심식사 하자고 하여 그의 아내가 싸온 샌드위치를 먹었다. Steve는 UCLA 법

대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그곳에 가기 전에 리젠트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2년 남짓 미 8군 장교로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한국사회

와 교회의 유교문화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법을 공부하는 크
리스찬 변호사로서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깊은 소명의식을 확

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가 한국의 부분적인 부조리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길 바라며 크리

스찬 변호사로서 또한 Korean-American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길 기도한다. 2

시간 남짓 대화 나누고 그가 나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었다. 모두들 참으로 감사한 사람들이다. 

집에 와서는 피곤하여 1시간 정도 낮잠을 잤고 5시쯤 VST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야

외 바베큐 그릴을 하는 날이란다. 그런데 비가 잠시 내려 중국인 요리사는 무척 조마조마한 모습이었

다. 푸짐한 과일과 치킨햄버거, 소시지, 우유, 커피 등 맛있는 음식을 챙겨 Cafeteria에 가서 먹고 있노

라니 어제 만난 John Mason 목사가 와서 합석하였다. 그와 목회에 관한 여러가지 깊은 얘기들을 나누

었다. PCUSA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미국교회 사역의 애로점과 설교에 대한 그의 생각, 지난 2주 동안 

클라스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나누었다. 그와 1시간 남짓 대화한 뒤 시에틀에서부터 자신의 가족들

이 지금 막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뒤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멀

리 파킹랏에서 가족들과 반갑게 포옹하며 상봉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에게도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가 생각하였다. 

Darrell Johnson으로부터 배운 것

내가 아는 최고의 설교자이자 목사인 Darrell Johnson으로부터 배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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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굳이 몇몇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그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다. 설교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열정이 

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열정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내성적인 성격임

에도 설교할 때는(그의 수업은 강의라기보다 설교에 가까웠다.) 상기된 모습으로 똑바른 발음과 언어

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하나님

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기뻐하는 그의 모습은 전혀 왜곡됨 없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의 낡은 가죽 성경

책은 그의 몸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낡았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성경책이었다. 그의 폭넓은 독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는 결국 우리 인간의 참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두번째 인상적인 것은 그의 가족에 대한 헌신이다. 그에게 가족과 목회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

었다. 네곳의 국가들(South Central의 흑인, 한국, 필리핀, 러시아)로부터 입양한 네명의 자녀들을 키

우며 목사로서, 교수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영적인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

해 내는 그의 목회의 원동력은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거기에 바탕한 아내와의 깊은 관계

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샤론을 자신의 Favorite Spiritual 

Director라고 묘사한다. 그의 목회의 힘은 친밀하고도 견고한 아내와의 깊은 믿음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혜가 어서 보고 싶다. 나에게 그런 역할을 너무도 잘 감당해 주고 

있는 든든하고도 보물 같은 지혜가 어서 보고 싶다. (여보, 고마워! ) 

셋째로 나와 비슷한 그의 많은 모습들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너

무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단어 하나도 빠짐 없이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이해는 언

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참으로 나는 그 사람의 Character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영적 

수준이나 설교자로서의 재능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나에게 에베레스트산과도 같

은 존재이지만 그의 내성적인 성격, 혼자 묵상하길 좋아하는 기질, 다소 부끄러워하는 모습, 사물에 대

한 깊은 관찰, 시각적인 현실인식, 등에서 나는 그와 깊은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아름답게 승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깊은 격려로 작용하였다. 

그의 설교를 듣노라면 매우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대한 그림이다. 그렇기에 그의 설

교는 딱딱하거나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머리 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깊이 각인되는 설
교가 된다. 

네번째로 그에게서 배운 것은 영적훈련의 중요성이다. 영적훈련은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내가 즐겨서 하는 것이며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괴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매주 목요일 아

침 9-11시에 조용한 공원에 성경책과 노트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널을 쓰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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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해온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멕체인식으로 하는 성경읽기, 설교를 시리즈로 

계획하면서 깊은 말씀의 연구와 기도로 오래 전부터 설교 준비하는 모습, 토요일이면 설교내용을 묵상

하는 습관, 등등 그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꾸준한 영적훈련과 습관에서 축적된 

그의 깊은 영성은 그의 인격과 임재를 통해 설교를 통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5월 24일 토요일

떠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아침 10시까지 오기

로 한 휠체어 배달부가 30분 이른 아침 9:30분에 도착하여 휠체어를 반납하고 그가 나를 밴쿠버 국제

공항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었다. 도착하니 오전 10시 30분이 되었는데 비행기 시간은 오후 3시 30

분이다. 5시간이나 남은 셈이다. 가지고 있는 캐나다 돈을 모두 US Dollar로 바꾸고 가지고 있는 영수

증도 제출하여 GST(연방정부세금)도 환불받았다. 마침 공항 내 스타벅스가 있어 커피한잔을 시켜놓

고 책을 읽고 있노라니 3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L.A.에서와 마찬가지로 짐을 부치고 입국수속하는 과

정에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모두들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입국

L.A.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오른쪽 날개 옆 창가에 앉아 있

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까 싶다. 잔뜩 찌푸린 구름이 짙고도 낮게 깔려있다. 비

행기가 이륙하고 구름의 상층권을 지나기까지는 먹구름에 덮인 밴쿠버가 어둡게 보이더니 구름을 뚫
고 고도 33,000 ft에 이르자 햇빛이 쨍쨍 내리 비추이는 다른 세상이다. 저 밑으로 먹구름이 보인다. 

그 밑에 밴쿠버 도시는 구름에 가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나의 머릿 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깊게 각인되었다. 그 장면은 나의 밴쿠버에서의 2주 동안의 체험을 상징적으로 종합

하여 보여주는 것이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 죽음의 먹구름을 지나노라면 ‘하나님의 나

라’에 온전히 진입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밝게 빛나고 있건만 많은 사람들은 먹구름 밑

에 비를 맞으며 얼굴을 숙인채 땅을 바라보며 산다. 먹구름 밑의 현실은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지구는 

잠시 죄로 인해 빛이 가리웠을 뿐이다. 간간히 먹구름 사이로 흘러 들어오는 태양빛은 우리에게 또 다

른 현실의 존재를 암시하여 준다.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두 세계, 두 현실을 목격하였을 때 나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바울의 말이 떠 올랐다.  

“자랑함이 내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 주신 환

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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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

끌려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

실을 말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

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

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

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
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12:1-10, 표준새번역)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피해의식에 대해 말하였다. 그것이 이번 여행을 통해 어떻게 해결

되었는가?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 그 물고기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헤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여행을 

통해 나의 마음 속에 말씀(The Logos)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 물고기가 내게서 떠나게 해 달

라고 여러 번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성환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아니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단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 성육화하게 하려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쉬워 했던 조건들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

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의 질병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과 오해와 한곳에 머무름과 내 뜻대
로 모든 길을 갈 수 없음과 지금은 먹구름 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그 때에, 오

히려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답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잠시 후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린다. 태양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양 

눈부시게 빛나는데 비행기 밑은 두터운 뭉게구름이 L.A. 상공을 짙게 뒤덮고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 밑에 L.A.가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가 무서운 속도로 

구름을 뚫고 하강한다. 창문으로 구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갑자기 어두워진다. 잠시 후 낯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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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내가 그림처럼 시야에 나타난다. 황량한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온통 뿌연 회색빛이다. 나의 

지난 18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현실이 눈 앞에 펼쳐진다. 지나간 시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

가며 순간적으로 지난 2주 동안 평화로웠던 나의 신경세포들이 또다시 긴장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

나 내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심이 감사하고 살아있음

이 감사하다. 목회와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거룩, 신뢰, 사랑,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그 ‘삼각관계’ 안에 동참하여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다. 나는 

다음 달 안수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나의 질문은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이다. 

거의 7시가 되어 L.A. 공항을 빠져 나왔고 지혜가 마중나왔다. 반가운 얼굴. 그동안 고생이 많

았다. 둘이 함께 집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8시쯤 집에 들어갔다. 집에 가니 서영이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누군지 알아보고는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린다. 연신 “아빠, 아빠” 부르며 두 

팔로 나의 목을 꼬옥 껴안는 것이다. 지난 두 주 사이 많이 컸고 어휘도 늘었으며 걷는 것도 덜 뒤뚱거

린다. 책장에 꽂힌 자신의 책들을 하나 하나 가져와 내 무릎 위에 앉아 읽어달란다. 한권을 읽어주면 또 

다른 책을 가져와 나의 무릎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는다. 나를 보며 계속 방긋 방긋 웃는

다. 짧은 순례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고맙다는 듯한 표정이다. 지난 2주가 꿈만 같다. 모든 것이 감

사할 뿐이다. 

후기 (Epilogue)

1주 뒤

여행에서 돌아온지 일주일이 되었다. Darrell Johnson이 올 연말까지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

데 그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풀러신학교에서 Doctor of Ministry 과정으로 ‘Preaching that 

Transforms’ 라는 제목으로 설교학을 가르친단다. 2주 동안 Intensive Course로 아침 8시부터 4시

까지 하는 클라스이다.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 최고의 설교자로부터 설교학의 진수를 들을 수 있는 최

고의 기회이다. 화요일부터 시작한 클라스 첫날 아침 일찍 가서 등록을 하는데 모두 목회 경험이 

10-25년이 되는 40-50대 목사님들 12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 작은 클라스였다. 그 중에는 2명의 한국 

목사님이 계셨고, 필리핀에서 온 로마캐톨릭 신부도 있었으며, 캐나다, 스웨덴, 동부, Idaho 등지에서 

오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풍부한 목사님들이 모인 클라스였다. 박사과정인 만큼 수업의 수준도 상당

하였다. 그러나 청강하기를 원할 경우 900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듣고 싶은 수업이었지만 막

대한 청강료여서 망설이는데 Darrell Johnson이 그곳 직원에게 나를 당신의 친구로 소개하시며 

Professor’s Guest의 자격으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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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안 들은 Darrell Johnson의 설교학 강의는 900불이 아니라 9백만불을 달라해도 아깝지 않은 것

이었다! 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시는 이 모든 사랑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 어리석은 자이리라. 나를 조금씩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눈치챘다.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2주 뒤

 목사 안수를 앞둔 캐나다 리젠트 순례여행에서 돌아온지 2 주가 되었으며 오늘은 Darrell 

Johnson의 설교학 수업 마지막 날이다. 지난 2주 동안 이 클라스에서 배운 것은 내 평생 묵상하고 소화

해도 모자랄 보물상자이다. 클라스에서 모두들 두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였고 서로의 설교를 비평해 

주었다. 나는 청강생이었으므로 원래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어제 Darrell Johnson이 마지

막 날 아침에 설교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감사한 마음에 그러기로 

하고 어제 밤 교회에서 3시간 가량 설교를 준비하였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1-9로 정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 집에서 신음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 집을 벗을

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

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

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

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

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새

번역)

잠시 기도한 뒤 자서전적인 설교를 하기로 마음 먹고 쉬지 않고 써내려갔다. 이렇게 쉽게 설교

가 준비된 적이 없었다. 제목은 “Longing for Home”(집을 그리워함)이라고 정했다. 이 설교를 통해 

나는 지난 한달간의 체험, 아니 더 나아가 지난 32년간의 나의 삶을 세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돌아

보았다. 그리고 그 설교가 쉽게 준비된 것은 어찌보면 지난 32년 동안 준비해 온 설교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물고기의 정체도 보다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삶은 ‘집을 그리워하는 삶’이

었던 것이다. 92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줄곧 ‘집’을 향한 나의 영적 방황은 계속되었다.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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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로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의 옷, 나의 집을 찾고자 했으며, 깊은 산속에 배낭을 메고 며칠씩 

들어가 있었던 것과 반대방향인 바다 속으로 공기통을 메고 들어갔던 것도 모두 집을 찾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었다. 풀러신학교에 들어갔던 것과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도 가정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집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내가 찾고자 하는 집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이 땅 위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며, 그 본향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나는 보이지 아니

하는 그 나라의 그 집을 사모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을 찾아 나서기 위해 나의 두 다리가 필

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릎 꿇은 두 다리, 모아진 두 손, 감은 두 눈만 있다면 어느새 

그 집의 품에 벌써 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거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모

두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Have a safe trip back home, everybody!” 이라는 말로 설

교를 마쳤다.

 설교를 마쳤을 때 Darrell Johnson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내가 설교 한다고 그곳에 와 

있던 아내도 울고 있었다. 사실은 나도 속으로 울고 있었다. 아,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위한, 무슨 즐거움을 위한 삶일지 나는 알 수 없다. Darrell 

Johnson은 설교 후 내게 다가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나에

게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목사로서의 나와 나의 아내와 가족의 일평생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성장하며, 하

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Ye have not chosen me, but I have chosen you, and ordained you, that ye should go 

and bring forth fruit,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soever ye shall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it you.” 

(요한복음 15:16, KJV)

“나의 호흡의 이유이신 성삼위일체시여, 나의 일평생 당신의 목전에 살게 하옵소서.”

Coram 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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