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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목회자라서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에 걸맞게 많은 학식과 인격을 

겸비하여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이는 많은데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나 

하고, 과격하고, 전혀 인격이라고는 갖추어 진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된 교회로서 얼마나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어떠하냐?”를 고려하지만 저는 그것은 외관상의 문제지 교회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도 사람이 지구상에 가득 찼었지만 정작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노아 한 가족 뿐이었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 즉 우리의 본질을 보신다는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구성원인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느냐가 30년을 맞는 

우리의 참 본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30주년을 맞아 우리교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발전은 지금의 나를 냉철히 

바라보고 못난 모습을 지적해 내어 개혁할 수 있을 때 갖을 수 있는 소망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보아야 허상에 불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Positive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교회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축제가 내일의 허망과 좌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잘나간다던 교회들이 교회분쟁과 싸움으로 급기야는 교인들이 흩어지고 남은 교인들은 

경제적 부담만 않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발전을 꿈꾸지 않았을 까요? 소망이 갖지 않았을 까요? 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다져져 있지 않다면 외관적 성공은 절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는 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기념일 때 찍은 

사진들, 건물 건축할 때 손수 벽돌을 붙이고 타일을 까는 모습들, 봄가을로 교회 온갖 굳은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성도님들, 교회친교를 위해서 김치를 담그시는 여집사님들, 그 분들이 현재 우리가 

있게 된 우리교회 30년의 주역이고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로 현재의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초위에 서 있는 우리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소문난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더 자신을 말씀으로 

개발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엔 제 나이 69살이 되어 정년퇴직을 1년 남기게 됩니다. 그해에는 저희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대하고 큰 기념식을 할 것입니다. 김종철 집사님이 그때는 말년 시무장로로 

김양자 집사님이 정년을 앞둔 권사님으로 선우, 선엽과 그 친구들이 안수집사님들로 박루디아가 

유년부교사로 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시온장로교회가 미국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여 20년 전 사진을 바라보며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꿈꿔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하고 더 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