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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칼럼

황인철 담임목사

자녀에게 남길 신앙유산
Spiritual legacy for the next generation
엡 6:4 / Ephesians 6:4

한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
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
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20세기 이전
까지는 어린이를 한 인간이나 인격체로 간주하
지 않고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했
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1920년대 한국
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
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어
린이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놈, 어린 것, 아새끼’였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님이 이
를 안타깝게 여겨서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으
로 귀국했을 때 아동에 대한 존댓말 쓰기 운동
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혁명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본문이 씌어지던 로마시대에는 ‘자녀에 대
한 절대적 권한은 그 아버지가 가진다’라고 기
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자녀를 기를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아버지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면 그 아
이는 기릅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
면 갖다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녀
를 노예로 팔 수가 있고 사형의 권한까지 있
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사도 바울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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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nthropologist noted how the 19th
century discovered women, then children in the 20th century, and finally it will
be the elderly in the 21st century. What
does it mean that “children were discovered”? It means that until the 20th century
children were treated like parent’s possessions or properties of a society, instead of
being treated with full privileges and rights
like adults, as full human be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in the
1920’s, they say that there was no word for
“children” in our vocabulary. Three common ways of referring to children were,
‘enom,’ ‘little one,’ and ‘a brat.’ Sir Jung
Hwan Bang, studying abroad in Japan, had
compassion over Korean children during a
summer break back in Korea. At the time
of his visit, he started a movement of using
honorifics toward children. That is when
the current word for children was used for
the first time.

Revolutionary teachings of Jesus
At the time this text was written, in Roman Empire, it was stated that “Fathers
have absolute rights over their children.”
Even though mothers gave birth to children, fathers had the rights to either keep or
dispose their children.” After giving birth,
a mother would place the infant before her
husband. If her husband holds the baby in
his arms, then the baby was raised. However, if the father looked the other way,
then the baby was disposed. In addition,
fathers had rights at any time to either sell

their children as slaves or execute them.
Considering such context, Apostle Paul’s
teaching, “Fathers, do not anger your
children,” was clearly counter-cultural. I
believe Paul’s teaching was influenced by
Jesus. Jesus’ attitude and teachings about
children were quite revolutionary for his
time. Jesus chastised his disciples when
they tried to chase away the children that
were coming to him. He made shocking
statements.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stop them; for it is to such as
these that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Matthew 19:14).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18:3).
In our text, Paul presents a theory of
childhood education. In a passive way,
he suggested not angering children. Then,
more actively, he suggested nurturing children through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Precarious kids mad at parents
Education experts recognize that there
are times when parents upset their children. Children become upset when parents
are focused only on exerting their authority
over them. Parents’ authoritarian approach
increases rebellious attitudes of children.
Children are wounded and lose respect toward their parents when their parents lack
democratic authority.
There are times when children are deeply
touched by their parents. It is when true
feelings are communicated to them. “We
are your parents, but you are more like
parents when it comes to adapting to immigrant life. Please help us, who are new to
this life, not to become failed immigrants.”
As parents respect children’s personality
and show trust, they will demonstrate remarkable sense of fairness and responsibility. Serious problems occur when parents
treat their children without any principles
but with their whimsical feelings in the
moment.
Parents need to have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and communicate them to their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 교
훈입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영
향이었다고 봅니다.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제자들
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아이들을 꾸짖어 돌려
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
들을 책망하시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
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교육의 원리를 말
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자녀를 노
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 적극적인 면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할 때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화나
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만 강
하게 주장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권
위주의적으로 자녀를 눌러 버리면 반항심만 길
러주게 됩니다. 민주적 권위를 상실할 때 아이
들은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
다. 진실이 전달될 때입니다. “나는 부모이지
만 이민 생활에 적응하는 면에서는 네가 부모
다. 잘 모르는 우리를 너희들이 좀 잘 도와줘서
우리로 낙제 이민생이 되지 않도록 해다오.” 자
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믿어줄 때 자녀들은
놀라운 정의감을 갖게 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 없이 감정에 따라 자녀를 다룰
때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뚜렷한 기준과 원칙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분
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징계를 하면 자녀는 반항심을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봅
니다. 단지 감정이 폭발된 상태에서 자녀를 훈
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혹시 감정으로 자녀
를 부당하게 대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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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람직스
럽지 못한 교육 유형이 있습니다.
위협형이 있습니다. “너, 한번만 더 그래
봐⋯” 하고 아이들을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나열형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모아두었다가 언제 그랬고 언제 저랬
고 하면서 줄줄이 나열하는 형입니다.
조소형이 있습니다. 잘 논다 잘 놀아,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아이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비교형이 있습니다. “저 애는 안 그러는데 너
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하고 남과 비교하
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공부하
기 싫어하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 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단
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이에는 대통령 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
그런데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제일 첫번째로 보는 거울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건강
한 자아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가 자신
이 화가가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
루는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동생 셀리를 잘 보
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셀리의 나
이가 4살이고, 벤자민은 10살 정도였다고 합니
다. 동생을 보고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견딜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감병을 다 내려놓고
동생을 그린다고 하다가 물감을 뒤집어 엎어서
바닥에도 쏟고 벽에도 튀기고 자기도 동생도
손과 얼굴에 온통 물감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야단 맞겠구나 하고 떨
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 보시더니 수건
으로 동생의 얼굴과 손을 닦아 주고, 벤자민도
닦아 주시면서 벤자민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에 사람 형체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
고 “아, 너 샐리를 그린 것이구나” 하면서 이마
에 키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가
가 된 것은 그때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고 이
마에 키스를 해주면서 칭찬해 주었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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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Children will become rebellious
and lose respect when their parents punish
them out of their frustration. Parents do
not need to hide their feelings unnecessarily. However, parents should not reprimand
their children when their feelings are exploding. Parents need to ask for their children’s pardon if they treated their children
unfairly out of strong emotions.
In addition to this, parents frequently
choose unwise ‘educational’ methods.
There is the threatening type. “If you
dare to do it one more time, then I will…”
Then, there is the listing-history type.
They mention all the wrong things committed in the past with a timeline. There
is also the mocking type. “Good, good, do
as you please, and then let’s see what happens.” The comparison type is also common. “That kid is not like that, but how
come you always end up like this.” One
day a father chastised his son who disliked
studying. “Listen, Lincoln passed a bar
exam at your age.” His son answered back.
“Well, he became a president at your age.”

Parents are mirrors of kids
As children develop their self-identity
their self-image is first mirrored by their
parents. Therefore, parents’ approval and
appropriate praises are essential for healthy
self-identity formation. A famous British
artist Benjamin West explained his motive
for becoming an artist. One day his mother
was going away and asked him to take care
of his younger sister Sally. At the time,
Sally was four and Benjamin was around
ten years old. At some point he got bored
babysitting his sister. So he tried to get a
paint bottle on a floor to paint his sister.
However, he fumbled and spilled the paint
on the floor. The paint also splashed on a
wall. He and his sister had paint all over
their hands and faces. He was terrified
about being scolded by his mother when
she returns. However, when his mother returned home, instead of scolding him, she
wiped off the paint on the hands and faces
of Sally and Benjamin. Then, she saw a
human figure on a piece of paper in Benjamin’s hand. She said, “You drew Sally,”

and gave a kiss on Benjamin’s forehead.
Later Benjamin shared how his mother’s
kiss and praises for the painting motivated
him to become an artist.
Humans are relational beings. This
applies to parent-child, husband-wife,
teacher-student, and pastor-parishioner relationships. The more praises and encouragements the better in building higher selfesteem in children. Reduce any useless
nagging and give more praises. It is suggested that the ratio should be ten praises
for one scolding. A strong praise will often
lead to self-examination. They become
more careful to maintain the good status.
Those who are scolded often feel comfortable in that place as they have accepted being bad and become reckless without any
feelings of guilt or shame.

Christ's lessons are the only answer
Apostle Paul presents a clear standard
for childhood education.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Paul is saying that we should raise our children in Christ culture, rather than insisting on either American or Korean culture.
Bible transcends a time or culture, and provides Christ culture that can be shared by
both parents and children. Christ culture is
an absolute value system that transcends a
time and culture. Our children can lead a
great life in any culture when they are nurtured with biblical values.
Faith education first starts in families.
Jewish faith education begins in families, then secondly in synagogues. Jewish
mother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faith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y teach the
Scripture, and other foundations of faith.
As the children get older, their fathers take
them to synagogues to be instructed by rabbis. This is Jewish faith education. Children receive their first instructions from
their parents, and then from their rabbis.
What would be the first image that comes
to children’s minds when they think of their
parents? Could it be the parents who watch
videos with red-eyes, without having any
family worship? Could it be a family with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교사와 학생관계, 목회자
와 교인관계 모두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칭찬과 격려는 많
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효과 없는 잔소리는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통 칭찬
열 마디에 책망 한 마디의 비율로 하라고 합니
다.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으면 한 번쯤은 자신
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훌륭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욕을 많이 먹는 사
람은 속이 편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왕 버린 몸 하고 막가 버립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바울 사도가 자녀교육의 기준을 제시해 주
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하라.’ 미국 문화를 고집하지도 말고 한국 문화
를 고집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기준으
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문화
를 초월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
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
도의 문화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가
치관을 심어주면 어떤 문화 속에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첫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첫째 가정에서 이루어지
고 둘째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집
에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교육시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랍비의 가르침
을 받도록 아버지가 아이를 회당에 데리고 다
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신앙교육을 받고 그 다음 랍비
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
떤 모습을 떠올리겠습니까? 충혈된 눈으로 매
일 비디오는 열심히 보면서 예배는 한 번도 없
는 우리 부모님. 가라오께는 자주 하는데 예배
는 안 드리는 우리 가정.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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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부모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Ryan White은 1971년 생입니다. 13살 때
수술을 받다가 수혈이 잘못돼서 AIDS 에 걸리
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런 상황에서
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
이 AIDS에 대해 잘 모르고 지독한 편견을 갖
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언은 자신의 병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삶
을 영화화 해서 ABC 방송에서 ‘Ryan White
Story’를 방영했는데 그 영화에 자신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 많
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
은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
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레이건 대통령 부부도
그를 초대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이클 잭
슨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Ryan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90년 18살로 죽었습니다. 그
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들아, 미안
하다.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너에게 해 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
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뇨. 전 지금까지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
빠가 제게 준 것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
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
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영생을 얻게 해 주었어요.”
우리 자녀 하나만 주님께 잘 인도해도 하나
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보시던 부모님
의 모습이 떠오르고,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
는 부모,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살면서, 어려
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덕 있
는 언어를 사용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경건한 모습은 자
녀들에게 남겨질 영원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
입니다.
8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frequent Karaoke but no family devotions?
Children remember everything. Parents
need to show good faith model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s soul.
Ryan White was born in 1971. He got
AIDS through a blood transfusion during
a surgery when he was thirteen years old.
Even during that dire situation he did not
blame anyone. At that time most people
were ignorant or had prejudiced views on
AIDS, so Ryan spent his life educating others about AIDS using his personal battles
with AIDS. His personal life was made
into a movie, “Ryan White Story,” by ABC,
and he made a personal appearance in the
movie. Through that he touched the hearts
of many Americans all over the country.
Many people started to pray for this boy.
Many famous people also visited him and
encouraged him. The president Reagan and
his wife invited him to the White House.
Elizabeth Taylor and Michael Jackson also
visited Ryan. Ryan became a celebrity.
However, he died in 1990 at the age of
18. His final conversation with his father
is known to be more touching.
“Son, I am sorry. There is nothing more
I can do for you. Please forgive me, as I am
not able to give you any more gifts.” Son
said, “No. I received so many good gifts to
this very moment. However, no one could
give me the kind of gift you have given
me, father. You gave me the key to heaven.
You introduced me to Jesus, took me to
church to believe in Jesus, and helped me
to receive an eternal life.”
We will receive great reward in the Kingdom of God if we lead even one child to
Christ. Everlasting spiritual legacy would
have been made, if the thoughts of the parents are filled with their parents reading
Bibles, praying for them and the family,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helping less fortunate neighbors,
keeping Sunday holy through worshipping
in spirit and truth, using virtuous speech,
and leading a grateful, honest, and holy
life.

특집 -

가정의 회복
고난은 축복의 필수요소입니다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힘

자녀 사랑을 위한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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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가정의 회복 1

김세화 전도사

고난은 축복의 필수요소입니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
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
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
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
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76 구하
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 주의 긍휼히 여
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 119:71-77)

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희 어머니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하시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저걸 두고 내가 쓰러지
면 안되지⋯ 저걸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
아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꿋꿋하
게 저희 3남매를 키우시던 저희 엄마는 아들을
잃은 후에 고혈압과 우울증,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
시며 저희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가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

저

는 평범한 한 가정의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어느덧 저희 어머니처럼 똑같
이 1남 2녀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
월이 다가오면서 유난히 어머니에 관한 생각
이 많이 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가정에 관
한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엄마는 고된 가사일로 임신기간 10달
을 채우지 못하고 7개월 반만에 저를 조산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강한 1남1녀를 낳아 길렀지
만 아이들이 다 자라기 전에 남편을 잃고 그 10
년 뒤에는 삶의 기둥과도 같은 아들마저 잃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예
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셨고 지금까지 평신
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실 제 남
동생이 저희 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
희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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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을 하고 첫딸을 가졌을 때 역시 7
개월 반만에 이삿짐을 싸다가 조산 위기를 겪
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일주일 안에 아기
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하던 의사들의
추측을 넘어 첫아이는 2달을 더 머물다가 8.2
파운드의 우량아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
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이
도 장애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주변의 눈초리들이 기정사실이 될까 너
무 두려웠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
었습니다. 엄마의 삶을 내가 이어받고 나의 삶
을 또 이 아이가 물려 받아야 하는가⋯ 그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사랑의 음성을 주
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며 그동안

아픔과 고통의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
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는 그 기간
동안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
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몰래 눈
물 흘리며 인내해 온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응답되어감을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의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으로서는 매우 드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미
국에서도 저와 같은 뇌성마
비를 가진 여성이 일반 가
정을 꾸리고 사는 것은 매
우 드문 일인가 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
는데 간호사들이 한결같이
그러더군요, 너는 정말 럭
키하다고⋯ 엄마의 절대적
인 지원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강
권으로 일반 가정을 꾸리
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
정해볼 틈도 없이 결혼 기
간 오 년 동안 세 아이를 그
것도 200점짜리라는 딸 둘
과 아들 하나로 건강한 출
산을 하고, 참 좋은 교회에
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많
은 분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남편과 하나님의 사
역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린 시절도 비교적 행
복한 유년기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비록 장애는 있었지만 친가와 외가 모든 친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
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함께 찾아온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무엇인지 알 즈음부
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
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고
난과 축복은 항상 같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포로생활에서 탈출하
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40년 광야생활을 합
니다. 애굽의 압제와 힘든 노동의 생활에서 철
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자유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들이 느낀 것은 고난의 길이었
고 심지어 애굽 생활이 더 낫다는 불평까지 하
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고난이 필
요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그 물
로 농사를 짓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즉시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
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그와 같은 사실
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말
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즉, 애
굽에서의 생활은 인간이 노력하는 삶이었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똑같이 경작의 수고는 있
겠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사는 곳입니다. 무엇
이 다른가요? 똑같이 수고스럽고 하나님의 뜻
에 순종하려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
고 핍박받을지라도 애굽에서의 노력과 고생은
아무 보람도 대가도 없으나 가나안에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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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갚아 주
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인도로 결혼했지만 어쩌면 다른
부부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소원하던 엄마가 되었는데 그 엄마
의 자리가 이렇게도 힘들고 가슴 쓰라리는 자
리였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장애로 인한 한계와 불편을 크
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
께 쓰임받는 사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곳
은 정말 가슴을 치는 고통을 매일이라도 감당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럴수록 바라볼`수
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 다시 조금`더 깊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
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
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
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장애가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
히 보니 특히 4복음서 안에 예수님께 장애를
고침받고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치병 중 하나였던 문둥
병을 앓고 있는 열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인사라도 드린 사람은 그나
마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장애를 고침받았다면 지금쯤 더 훌륭
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었을까요?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아
마 그렇지 않기에 저를 이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혹시 아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전혀 없는 가
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고난이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아
이러니컬하게도 고난 속에 축복을 누리게 되
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애훗 사사나 사도 바
울도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짊어지고 쓰임받
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서부터 많은 성경 속 인물
들이 거의 모두 한 가지 이상의 가정문제를 가
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
신 팔복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 속에 축복이 있
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
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
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
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
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너
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서 친히 가장 큰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본
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부
활의 영광과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에, 특히 어머니에게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삶의 동기와
위로가 되어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함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겪은 삶의 고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서 저를 교만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
시기 위해 고난을 주고 계심을 믿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
리고 앞으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
라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장애우 가정들이 가족 구성원 전
체가 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 아픔들 속에, 고난들 속에 더욱
가까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있
음을 함께 믿고 바라보며 축복된 가정을 이루
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화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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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가정의 회복 2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

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데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
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
력으로 부부 두 사람이 다 변화될 수 있다. 이
것이 기도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키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인
도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과 배우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
도로 아내를 돕는다> 등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
러나오는 글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을 세
우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매체 및
크고 작은 강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토미
오마샨의 글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해 보았다.
남편 마이클과 34년간 살아오면서 성장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그녀의 체험적인 글을 통해
가정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격려를 얻게 되었
으면 한다.

대화가 단절될 때
결혼생활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두 사람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 혼자
의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결
혼생활은 꿈과 열망, 희망과 능력, 사고방식과
생각, 필요와 습관을 배우자의 것과 맞춰야 한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요
구된다(말과 감정, 그리고 몸으로 하는 대화
가 그것이다).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

기도의 힘
초는 대화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대화는 친
밀감이 형성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화가 단절되면 친밀감이 큰 손상을 입고 결혼
생활은 어렵게 된다. 부부가 미래에 대한 서로
의 생각이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같
은 길을 향할 수 있겠는가?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면 어떻게 그 헌신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 당
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내적인 혼란을 표현하
지 않는다면 어떻게 필요한 격려를 얻을 수 있
겠는가? 대화가 없다면 감정적인 연합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육체적 친밀감이 없음을 뜻한
다(그렇게 되면 당신의 생활은 감정이나 열정
이 배제된 생활이 된다). 둘 중 한 사람이 둘 사
이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위
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화가 중요한 이유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리고 기독교 신
자가 되기 전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대
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지옥에 사는 것
처럼 느껴졌다.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라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상태로는 하루도 더 살고 싶
지 않았다.
남편은 남자들이 집안에서-또는 그 어느 곳
에서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배
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 10-12시간 일한 다음 퇴근해 남편
이 요구하는 모든 요리와 청소까지 다 해야 하
는 생활을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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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자기 어머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끊
임없이 지적했다. 내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되
길 바랐지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동안 자기 어머니 집에서 몇 시간
씩 보냈고 내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 집
에 머물곤 했다.
나는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이나 그 어떤 격
려도 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자신이 원하는 아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러나 당시의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그는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알고 극도로 분노했다. 결혼하고 1년
이 채 되기 전부터 매주 혼자서 교회를 다녔는
데 청소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에서 낭비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주일, 내
영혼이 고양된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그
에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려 노력했다. 그
러나 그는 짜증을 내며 큰 소리로, 그리고 위협
적인 목소리로 자기 집에서, 자신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소리
쳤다. 그것은 겨우 버티는 결혼생활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말이었다. 그동안 나는 부
러지기 쉬운 나뭇가지에 의지해 낭떠러지 끝
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야 할 이
유와 소망을 찾았다. 그런데 그가 그 나뭇가지
를 끊어버리려 했다.
그후 나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의 집에서
또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
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의 집과
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를 떠난
후 나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할 때
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재혼하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 달랐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번째 남편 마이클이 크리스
천이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
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모두
뿌리 깊은 불안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했
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느낌을 안고 있었
고, 나는 정신병을 앓던 어머니가 내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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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두 사람이
었고 서로에게 상처받기 쉬운 두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
차 화를 내고 실수를 범했다. 나는 남편을 잔인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물러났는데 이 때문에
남편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것은 비참한 일이었다.
그렇게 몇 년 후 우리의 결혼생활은 최대 위
기에 처했고 나는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싶었
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매일 남편을 위해 기
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결혼생활을 치유하시
고 회복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
을 보여 주셨다. 나는 주님이 보여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변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
부부의 대화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하
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하
나님이 예비하신 지경까지 매일 포기하지 않
고 매일 움직여 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
회에 출석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부부 중에서도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
사 중에서도 배우자를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결국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는 “하
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처럼 틀에 박힌 대답, 그 이상이 요구된다.
부부 간의 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야 한다. 왜냐하면 대화 없이는 결혼생활에 승
산이 없기 때문이다.

1.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
나니’라고 말씀하신다(잠18:21). 우리는 조심
스럽게 할 말을 선택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에
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 긍정적이고 선하
며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할 수 있
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결혼생활을 다
스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
하셨던 것처럼 되기 위해-어떤 일이라도 할 것
이라고-하나님께 기도하라.

2.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도록 기

도하라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큰 방해를 받을 때 느
끼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 감정을 솔직하
게 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 쌓이
게 되고 그 감정들은 원한과 용서하지 않은 마
음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좋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중
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해야 할 적절한 때
를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우자
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수 있게
기도하라(엡 4:15). 성경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전 4:15). 그 두 때
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

3. 자신의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부부가 각자의 생각과 계획, 두려움과 근심,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꺼내야 한다. 배우자가 이야기하기 힘든 사람
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
를 제거해주시길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는 끊
임없이 서로 맞춰나가야 한다. 그 어떤 부부
도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부
분에서 서로 맞춰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맞출 수 없다. 그런 일
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면 잘못 생각하기 쉽고 정확하지 못한 조정을
하기 쉽다.

4.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기도하라
배우자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은 먼저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
실이라면(마 12:34) 당신이 하는 말이 사랑스
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
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한
다. 사랑의 말을 할 때 노력은 보상을 받는다.
그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회

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
록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시
도록 기도하라.

5. 인생의 새로운 단계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인생과 결혼생활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배우자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때때로 상
황은 달라진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생계를 책
임졌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당신이 생계를 책
임지기 위해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아이들이 집을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경
우도 있다. 직장과 건강, 그리고 재정 상태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은 부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오
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함께 살면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배우자
를 향한 사랑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인생의 단
계마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

6.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
라
다른 부부와 함께 있는 동안 그들 중 한 사람
이 자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품위를 떨어
뜨리고 모욕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부부
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에게 몰인정한 주먹
을 날리는 것만큼 거북한 일이 없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기
도를 응답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
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
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7).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
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엡 5:22-23). 아내의 경건한 복종은 자발적으
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종은 남편에게 존경
을 표하는 경건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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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아내가 남편
에게 복종하기가 쉬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남편이 하나님께 복종하
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경시한다
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어렵게 된
다. 당신과 당신 남편(아내)이 끊임없이 서로
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
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특히 다른 사람 앞에
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를 기도하라.

7. 부부 모두에게 듣는 귀가 있도록 기도
하라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화의 중요한 부분
이다. 또한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고-배우자
가 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
우자가 느끼는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서로 짐
을 지게 할 수 있다(갈 6:2).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기 전에 성
급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하신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 18:13).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에게 전
혀 듣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불평
을 듣는다면 두 사람에게 듣는 귀를 달라고 하
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
기를 기뻐하신다.

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
다. 그리고 배우자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고 죽은 것
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
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므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뜻한다. 기적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희망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지만 절망은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든다.
예수님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
라’고 말씀하셨다(눅 21:19). 인내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단어이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
을-압력을 견디는 것-을 통해 승리하게 된다.
때때로 승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찾아오
게 된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희망을 잃게 되었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은 아
니다. 희망을 잃게 된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
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굳게 서
있는 것을 통해 승리하게 된다.
정리 : <결혼생활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
도의 힘> - 박소나 기자

기적을 기다리면서
결혼생활 전체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의 어떤 습관이 당신을 견딜 수 없게 만
들 수도 있고 남편에게 참을성이 없는데 그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
행하는 한 슬픔은 끝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
그렇게 한다고 배우자가 달라지리라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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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랑을 위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N

ew York Times 선정 베스트셀러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The Five Love Languages)’의 저자인 게리 채프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조
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 누구나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의
사 소통을 하듯,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에도
독특한 언어 체계가 있고 이를 통해 사랑의 감
정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채프먼 박사는 사랑
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Word of Affirmation), 함께하는 시간(Quality Time), 선물
(Gifts), 봉사(Acts of Service), 그리고 육
체적인 접촉(Physical Touch)의 다섯 가지
로 분류한다.
결혼생활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 결혼을 했
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부가 배우자의 제1의 사
랑의 언어를 알아 구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사랑의 언어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적용
시킬 수 있을까? 채프먼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
한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섯 가
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열심히 사용하면서 아
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다 보면 좀더 일찍 아
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아이가 선물에 포장을 해서 아주 기뻐
하는 낯으로 당신에게 준다면 그 아이의 사랑
의 언어는 ‘선물’일 것이다. 그 아이는 자기가
받고 싶기에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당신의 아

들이나 딸이 자기의 동생을 언제나 도우려고
하면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봉사’일
것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참 멋있다는 말을 하
거나 참 좋은 엄마와 아빠라고 하거나 엄마, 아
빠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말을 한다면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
는 ‘인정하는 말’이 분명하다.
이 모든 행동은 아이들의 무의식에서 나온
다. 아마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면 으레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됨을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로 표현하거나 행
동으로 나타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욕
구가 충족되면 아이들은 책임감 있는 어른으
로 성장한다. 감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식을 벗어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부모에게 화를 내며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추
구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만 그 진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감정
적인 욕구를 사랑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우
리는 아이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
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주목해서 관찰해 보아
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길이다. 그들의 요구 사항과 고마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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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바로 그들의 사랑의 언어와 거의 일치
하므로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제 아이들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자.

하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비난하려고 한다. 제1
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아이에게 부
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들은 정신건강에 심한 타격을 입힌다. 지금 어
른이 된 우리들도 20, 30년 전에 들었던 비난의
말들을 기억하지 않은가?
성인이 된 아이들은 자존감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
주 기분 나쁘게 모독을 받으면 그의 삶 전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함께하는 시간 (Quality Time)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는 인정하는 말을
으레 많이 한다. 아이가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고, 이 예쁜 코, 아름다운 눈 좀 봐!”라고
부모들은 말한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한동
작 한 동작에 놀라워하며 ‘인정하는 말’을 한
다. 걷기 시작하고 한 손으로 의자를 붙들고 일
어서면 저만치 떨어져서 “이리 오렴. 이리 와
봐. 바로 그거야! 걸어. 걸어 봐” 한다. 아이가
반 발짝을 떼고서 넘어지면 당신은 무엇이라
고 말하는가? “이 바보야, 걷지도 못하니?”라
고 하지 않는다. 대신 “야, 참 잘했다. 일어나
서 다시 해보렴”이라 한다.
아이가 커가면서 그 ‘인정하는 말’이 비난하
는 말로 바뀌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부모
는 일곱 살이 된 아이에게 방바닥에 널려 있는
12개의 장난감을 통에 집어 넣으라고 하고, 5
분 후에 다시 와서 검사해 보면 7개의 장난감
만 통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
하는가? “이 장난감을 치우라고 했지. 치우지
않으면 혼내 줄 거야.” 이미 통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에 대한 칭찬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고
철수는 참 착하기도 해라. 7개나 통에 넣었구
나. 잘했어”라고 할 수는 없는가? 그러면 다른
5개도 순식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우리는 잘한 것을 칭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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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간이란 온 관심을 아이에게 집
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있
어서 함께하는 시간이란 엄마나 아빠가 아이
들의 세계에 들어가 함께 공놀이를 해 주고 자
동차 놀이나 인형 놀이도 해 주는 것이다. 만
일 아이들을 어른의 세계로 점차적으로 끌어
올리고 싶으면 먼저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
가야만 한다.
아이는 커감에 따라 새로운 관심사를 발달
시키기 때문에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으면 당신 자신이 그러한 관심거리에 몰입
해야 한다. 아이가 농구에 흥미를 갖고 있으면
당신도 농구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서 그 아
이와 농구를 하고 또 농구경기에도 데리고 가
라.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면 교습을 받
게 하고 적어도 그 아이가 연습하는 동안 관심
을 집중하여 들어보라.
아이에게 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당신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으며, 아이가 당신
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당신이 아이와 함
께하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부모님이 늘 했던 말보다도 자신
에게 보여 주었던 행동을 기억한다.
만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이고 당신이 그 언어를 자주 구사
하면, 아이는 사춘기가 되어도 당신과 함께 시
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어렸을 때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친구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고,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로부터 멀
어진다.

선물 (Gifts)
많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분수에
넘치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는 많은 선물을 사 주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
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
의 부모가 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 주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
을 자기 아이들을 위해 산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선물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모는 좋은 의도를 가
지고 선물을 하지만 그런다고 아이들의 감정
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선물을 줄 때 매우 고마워하고, 그 선
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서 자랑하고, 선
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선물을 잘 보관하
고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데 많은 시간
을 할애한다면 아마 ‘선물’이 그의 제1의 사랑
의 언어일 것이다.
만일 당신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
물’이라면 많은 양의 선물을 해야만 될까? 선
물은 가격이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
는 마음’임을 명심하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
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
니다.

봉사 (Acts of Service)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봉사’를 한다. 만일 부모의 봉사의 손길이 없
다면 아이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목욕시키고,
먹여 주고, 옷을 입혀 주는 것과 같은 일들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몇 년간은 너무나 중요하
다.
그리고 부모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빨래를
해 주고, 다림질도 해 준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점심을 싸 주고, 자
동차로 데려다 주고, 숙제도 돌봐준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
기지만 어떤 아이는 이것을 사랑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긴다.
만일 아이가 이러한 일상의 일들에 아주 고
마워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에게 감정적
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봉사
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주 의미 있게 사랑을 전
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이의 과학 숙제를 도와준다
면 그것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한
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
미이며 아이의 사랑의 그릇을 가득 채워 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하는 일을
자주 돕고 싶어하면 아이의 생각에 그렇게 하
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봉사’가
바로 그의 사랑의 언어일 것이다.

육체적인 접촉 (Physical Touch)
우리는 ‘육체적인 접촉’이 아이들에게 사랑
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이미 알고 있다. 부모로
부터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가 그렇
지 않은 아이보다 발육을 더 잘한다는 연구 보
고가 있다. 부모나 어른들은 자연적으로 아이
들을 들어서 껴안고, 뽀뽀하고, 비비면서 바보
스러운 말도 한다.
아이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는 못해도 느낀다. 안고, 뽀뽀하고, 토닥거리
고, 손을 잡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이
러한 행동을 할 때 쑥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접
촉해 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특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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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경우는 더
욱 그렇다.
만일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종종 당신 뒤로
와 갑자기 팔을 꽉 잡거나 가볍게 밀치거나 방
으로 걸어갈 때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들
은 모두 ‘육체적인 접촉’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지
만, 동시에 많은 부모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
신들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
문에 많은 아이들이 텅 빈 감정의 그릇으로 살
고 있다. 사춘기 아이들의 비행의 대부분은 텅
빈 사랑의 그릇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시기의 늦고 빠름
이 결코 없다. 만일 큰 자녀가 있는 부모가 지
금까지 틀린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면, 왜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자녀들에게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들의 사랑의 언어와 함께 당신
의 사랑의 언어도 알려 주자.
당신은 다 커 버린 자녀로부터 사랑을 느끼
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사랑의 언
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당신
이 하는 설명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
다. 당신은 자녀들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구
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에 놀라워할 수
도 있다. 가족 모두 서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
하기 시작할 때 가족간의 감정이 놀랍게 변화
될 것이다.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
채프먼 박사는 복음적인 증언과 권유로 ‘다
섯 가지 사랑의 언어’의 은혜로운 끝맺음을 한
다. 일차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글이
지만 자녀와의 관계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의 육성(肉聲)으로 소개한다.
“특별히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면 사랑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여
겨질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몇 년 전에 나도 결혼 생활
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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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깨달았다.
인류학자로서 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익숙했다.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
원을 한번 파헤쳐 보리라 결심했다. 그리스도
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 그의 죽음은 사랑의 표현이었으
며, 그의 부활은 심오한 능력의 증거로 내게 다
가왔다. 나는 진실로 ‘믿는 자’가 되었다.
내 삶을 그에게 헌신하고 나니, 내가 상대방
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공급하신다
는 것을 깨달았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도 자신을 못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
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
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셨던 그분
에 대해 한번 알아보라고 촉구하고 싶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정리 및 요약 :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 금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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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Forgiving our parents, Forgiving ourselves)

이

책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가족 치료
센터(The Center for Family Therapy)의 설립자이며 풀러 신학교 심리학 대학
원 학장을 지냈고 국제열방대학(YWAM)의
주 강사인 David Stoop이 가족치료센터의
공동책임자인 James Masteller와 같이 공
동 집필한 책으로 용서를 통한 역기능 가정들
(Dysfunctional Family)의 성인아이(Adult
Children) 치유에 관한 저서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가계에 저주같이 흘러
내려오는 악습과 전통,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
받은 삶들의 치유의 방법을 제시한다. 자신의
경험과 여러 상담자들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역기능 가정의 형성과 실체를 파악하고 용서
의 대상과 실체를 확실하게 하거나 새로이 인
식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그 영
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갖도록 한다.

1. 역기능 가정
당신은 가정에서 아파했던 고통들로 인하여
그를 깊이 묻어 버리고 다시는 끄집어 내지 않
으려는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
을 떠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난 절대로 내 부
모들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맹세하며 집
을 떠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고 난 후
우리는 진정으로 집을 떠난 적은 한번도 없다
는 것을 깨닫는다. 같은 게임을 하지만 다른 이
름을 사용할 뿐이다. 역기능 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
의 역기능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
지 못한다.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도 그
것이 비정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른 방
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수수께끼는, 가정을 관계시스템과 대인 역동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쉽게 풀릴 수 있다.
가정은 그 속에서 각자의 태도와 가치관, 행동
이 다른 모든 일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
다. 각자는 상대방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상
대방에 의해 형성된다. 자기의 행동 방식은 가
정이라는 시스템에 적응된 방식이다. 직선적
인 사고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고 상호작용적
사고로만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
차이는 발로 깡통을 차는 것과 개를 차는 것과
의 차이로 비유될 수 있다. 깡통을 찰 때 그 결
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개는 그 개가 처한 상
황, 반응능력에 따라 항상 상호 작용적이며 언
제나 시스템이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가정도 그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과 그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파악할 때 그 구성원들
의 행동양식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을 역기능적인 패턴에 묶여 있게 하는 것
이 무엇인가. 그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모든 것
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다.
그 안에서 변화되기란 매우 힘들다. 그 관성
을 만드는 것들 중에, 가족 구성원의 정신 질
환 등의 고통에 관하여 보고 듣는 것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가족비밀을 만들
거나, 또는 강력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들은 전혀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자신들
의 가정이 매우 영적이라고 말하는 미화된 가
족신화를 만든다. 신화나 비밀은 역기능 가정
을 병적인 패턴에 묶여 있게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한 신화를 직면하고 그 배후
에 있는 진실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다.

2. 역기능 가정의 유형
어찌 보면 역기능 가정이란 존재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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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하지
만 대부분의 역기능 가정은 몇 가지로 밝혀져
있고, 그 범주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① 외딴섬 유형: 아마도 가장 심각하고 불안
한 가족 역기능 패턴일 것이다. 구성원 각자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서로에게 가장 많
은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패턴일 것이다. 가족
은 실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② 세대간의 분열: 부모와 자녀간의 중대한
상호작용이 결핍되어 있다. 중대한 상호작용
은 오직 같은 세대안에서만 경험된다.
③ 성별적인 분열: 분열이 가족내의 성별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제외하고 세대간의 분
열과 유사하다.
④ 융해된 한 쌍: 가족 가운데 두 사람은 다
른 삶들로부터 단절된다. 혹은 스스로 자신들
을 단절한다. 외딴섬 유형과 흡사하다.
⑤ 언덕 위의 여왕: 가족 중 한사람이 완벽
하게 군림한다. 누구나 지배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⑥ 말없는 독재자: 언덕 위의 여왕이 군림하
는 가정과 유사하지만, 이 유형의 지배자는 그
방법이 더 교묘하고 조종적인 성격을 지닌다.
⑦ 가족 속죄양: 가족들은 종종 가정의 문제
에 대한 비난을 짊어지고 갈 사람을 구별해 속
죄양으로 삼는다.

3. 가족시스템의 이해
가족 구성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스템
에서, 역동적인 시스템에서 나온다. 그 역동관
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위
의 역기능 가정의 패턴을 이해함과 아울러, 가
계도(Genogram)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계도
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가정의 관계적,
정서적 측면을 도식화한 일종의 확대된 가족
계보이다. 그곳에는 성명, 생일, 결혼, 이혼, 사
망등의 전통적 계보뿐 아니라 각 구성원에 대
한 객관적 묘사 특정한 강점, 약점, 삶의 영향
을 받은 영역 등도 기록한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단계는 그 과
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다.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각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패턴과 특징적인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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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변화의 가
능성은 높아진다.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
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
이 가계도 작성의 이유일 것이다.
그 후에 마지막 단계로서, 과거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함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인 단계, 즉 ‘용서’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4. 용서의 메커니즘
용서란 당신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용서야말로 과거의 고통으
로부터 자유를 주는 열쇠이다. 충동적 행동의
뿌리 가운데 하나는 묻혀져 있는 고통이다.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더 이상 문제
는 해결될 수 없다. 해답은 오직 과거를 직면하
여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그런 상처로부
터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 길만이 순수한 자유를 갖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야 한다.
① 왜 용서를?: 용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이기주의적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 이기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를 돌볼 수 있기 위해 나를 돌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다. 비교될
수 없는 무거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
랑과 자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의 큰 죄가 될 것이다.
② 용서의 단계: 용서의 단계에는 먼저, 1)
우리가 행한 잘못과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의
차이를 알고 자신에게 닥친 손상을 확실히 인
식하는 것이다. 2) 손상에 의해 유발된 감정,
즉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 등의
연관된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감정들을
발견함으로 진실을 볼 수 있게 한다.
③ 용서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글이나 대화
로 표현할 수도 있다.
④ 어린 시절에 침범당한 경계선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
경계선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⑤ 그 후에는 용서를 할 단계이다. 빚을 청
산하는 단계이다. 그 한 방법으로, 글로 목록
을 만들어 태움으로 구체적 사건을 만들어 기
억할 수도 있다.
⑥ 마지막으로 화해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일방적인 용서와 달리 화해는 쌍방적이다. 그
래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용서
의 이상적인 성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 부모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해로운 가정 역동관
계를 지속시키는 범죄의 동반자였는지 모른
다. 당신은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과 함께 자
신의 고통에 당신이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 책
임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
두는 불완전한 부모의 자손이며 불완전한 가
정에서 성장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떤 형태로
든 우리에게 실패하고 상처 입히고 손상을 입
힌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것이
다. 특히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렇
게 이해할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이 용서의 시
작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자
신의 상처를 부인하고 자신의 부모를 변명하
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표면적인 용
서를 하고 용서의 필요를 말하는 이들을 공격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다. 과
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상
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용서하
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 용서의 단계에 들
어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용
서의 과정이 진행될 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나는 아직도 불완전
하다”, “나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나는 아
직도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붙잡고 있다”, ”나
는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데
실패한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
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
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해지고, 그로 인해

수치심, 죄책감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으로 더 나은 자유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6. 책을 읽고
상처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비참하게도 아
름답게도 만든다.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
리에게 분노와 좌절을 줄 것이고, 용서를 거친
기억은 그 기억을 씨앗으로 우리의 삶으로 귀
한 진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진정한 용서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자유함을 준다. 그리
고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잃었던 자유함
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선 감사함까
지도 주어짐을 본다.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용
서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혹은 새롭게 하고 또한 덮였던 인생의 어두운
장막들이 걷힘도 본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그를 허락하신 창조주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처에까지도 감사함을 갖는다.
누군가를 향한 수년간의, 어쩌면 의지적인
기도 속에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용서를 거
쳐 사랑과 연민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본다. 사
랑과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 역기능 가정의 시스템이나, 만약 존재한다
면, 가계의 저주를 주관하는 악령까지도 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
으신다. 그분의 용서는 이미 주어졌다. 그 용
서를 믿는 이에게 회개를 나중에 은혜로 주신
다. 그러기에 진정한 용서는 일방적이다. 그래
서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용서할 수 있
다. 상대의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라기보다는 그 회개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부모는 누구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
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 그
들의 고통도, 그로 인한 왜곡된 사랑도 직시하
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그들의 사랑을 완
성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 책 속에서 우
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용서의 과정에서 직시
해야 하는 상처와 대상과 방법을 볼 수 있다.
*정리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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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본

내용은 플로리다 드랜드에 위치한 성경침
례교회의 (담임목사: James Knox) 2010
년 1월-4월까지 16회에 걸쳐 있었던 ‘결혼과 가
정’이라는 주제의 성경 conference 중 ‘가정의
목적’이라는 설교의 요약이다. James Knox 목
사는 성경의 권위역본을 오류가 없는 순전한 하
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본주의 신학의 목사님
으로 본 번역에 인용한 성경은 권위역본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의 생활, 교회, 사회에 결여된 요소
는 ‘회개’이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하고, 논
쟁하고, 변호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죄
를 멀리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그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그 둘
을 합하여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현대사회의
문제들, 즉 인종·경제·개인적, 재정적인 문
제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및 가정의 와해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기초석
으로 하여 사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
는다는 데 있다.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이며 혼
란이다. 가정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인
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이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첫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래서 사
회의 목적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
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
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
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
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
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 (창세기 1:26-28)
창세기 1장 26-28에서 하나님은 오직 남자
혹은 여자만을 만들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
성하라’고 하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
람 각자 각자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하지 않으
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이를 가지라고 하

셨다. 하나님은 지역사회를 에덴동산에 세워
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즉, 사회의 모든 질서는 정부, 학교, 법체계를
가지고 시작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가정을 시
작으로 이루어진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사랑
과 아버지의 헌신이 필요하며 딸들에게는 어
머니의 인내와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다. 사
회의 범죄, 폭력, 혼란의 증가는 사회의 모퉁
잇돌인 가정의 존엄성이 제거된 문제와 직접
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가정의 첫째 목적은
이 기초 위에 사회체계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다. 만일 사회가 건강하다면 결혼이 존경받
아야 하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부모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모세
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왕자
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
데 이는 그의 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결국 이러
한 결정은 옳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
에 사악하고 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양육하였다. 건강한 사회는 자녀들이 하
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또 가정에
서는 부모에 의해 교육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
는 건실한 가족단위들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
를 명예롭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가정을 통하여 동료애와
강인함이 길러진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이 없으며, 정
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
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
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
이 낙을 빼앗기는가?”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녕 심한 고초로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
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
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

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 그를 압
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
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4:7-12)
7,8절에서 이 사람은 일이 있고 재물이 있지
만 혼자인 사람을 발견한다. 이 사람은 낙이 없
으며 이 재물을 사용할 다른 사람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낭비하는 사람이다. 8절
에서 ‘심한 고초’라고 하였다. 또한 나 이외의
남을 위하여 일하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일하
면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내 수고의 열매
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
게 되는 것이다. 또 9, 10절에서 ‘그들이 넘어
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고 했다. 때로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당신을
격려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당신
이 병들었을 때 위로하고 쾌유를 기도하는 사
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병들어 누워 있
는 당신을 위로하고 쾌유를 기도하는 사랑하
는 이들이 없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당신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해 주며, 마귀의 시험을 받
을 때, 실족할 때,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
님의 목적이다.

셋째,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려주고자 한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
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
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자시의 남
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
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케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
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
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
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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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
심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
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
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
라. (엡 5:22-33)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
기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눈으로 확
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구세
주, 즉 죄인들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 심지
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이 아니니 보여달
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라고 반문하
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보여 주기 위
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계속 보여 준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자녀들의 부모 사랑-이러한 가족관계는
4천 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즉, 이 세상은 분
명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왔는데 이는 세상
으로 하여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통하여 또
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구원받은
자의 사랑을 약간이나마 알 수가 있다. 온 생
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아내의 사
랑을 통하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처음 가정을 만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족
각각의 구성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
들간의 가시적이고 살아 있는 사랑의 예를 보
이는 것이다. 즉,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
이 행동해야 하며 아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
하는 교회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목회
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은 쉽게 교인들을 쉽게
하나나님께로 이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아
버지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교회를 어머니로부
터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법, 규칙, 그리고 계
약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쁨
에 의해서 그리고 축복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26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넷째,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장소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
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 1:6)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허락하
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고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
은 당신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원하신
다. 안전, 위로, 신뢰, 안정, 꾸준함 등을. 당신
의 자녀들은 당신의 두 눈을 통하여 보이지 않
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녀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서 진정
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배운다. 가정
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장소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
대에서는 불신자들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처
럼 살았지만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생활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사회의 모
퉁잇돌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회 안
에서 보여지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은 자기중심적인 가정환경에서 유래된 것이
다. 자녀들은 ‘네가 최고’라고 치켜 세우는 학
교를 통하여 교육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
각을 가진 교인들을 하나님의 무장된 군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
를 내며 꾸짖는 것도 결국 자녀를 사랑하기 때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가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과 마
찬가지다.

다섯째, 가정은 남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장소이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
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
어졌기 때문이라. (롬 5:5)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즉 이기적
이고 속이려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가정’이
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 남편
과 아내는 서로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이것
이 이루어지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게 한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
인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사랑을 주고 받는
가 하는 관계를 배운다. 그 이후에 가정의 테두
리를 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사랑을 확
장, 발전시키고 자라게 하며 성숙시킨다. 궁극
적으로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불신자들을 사
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
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40대나 50대에 시
작하기에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훈련하기를 원하신
다. 가정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을 갖
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장이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도 가
며 또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동전 한 닢까지도 쓰
지 않는가? 가족을 축복하는 일이라면 큰 어려
움도 감수하지 않는가? 즉, 가정을 통하여 진
정한 크리스천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곁길로
가는 것은 그곳에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사랑
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의 노래들은 사랑
을 말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기
도 하지만 이는 가정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구
하는 어리석은 자를 꼬이는, 사탄이 만들어 놓
은 덫일 뿐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보호와 가르침이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
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
시며 또한 가정이 안식처이기를 원하신다. 아
버지가 상심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무고함
과 기만에서 보호되며 서로 신뢰하기를 원하
신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안전함을 찾아야 하
고 존경, 헌신,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두
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의 조건으

로 집의 크기, 집안의 장식, 가구들이 어떠해
야 하는지 그리고 휴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행복이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가족이 없
는, 비어 있는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님을 깨달
음으로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
지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적응하
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또한 많은 경우 가
정의 문제에 기인한다. 가정에서 가르침이 부
족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그들은 ‘나를 가르치지 말고 나를 즐겁게
하라’,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고 요구할 것
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
다. 밖의 세상과 관계없이 가정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녀들은 이를 깨달아야 한다. 가정은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며, 어떤 말을 해서는 안되는지, 어
떠한 행동이 적절한지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
소이어야 한다.
자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동료애와 강인
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을 배운다면, 그리고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
랑을 배운다면 또한 보호되며 사랑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가정에서 자란다면 사람들은 이러
한 가정을 통하여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게 될 것이다. 자녀를 가정의 본연의 목적대로
자라게 할 때 궁극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열매
가 보장된다.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처럼 ‘사
람을 개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머니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
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작은 이 가
정을 책임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
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지
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리 : 김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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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
니다. 그분은 죄인을 차마 바라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리에 죄 없으신 주님을 놓고 그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퍼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고통과 피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만
면에 미소를 머금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마음 좋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
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경박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곁에서 늘 동행해 주
시는 것이 또한 그 은혜입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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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사랑의 사진·편지 컨테스트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과 가정의 모습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
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
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행복을 사진에 담아, 편지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 주기 위해 '행복한 우리 가정'이란 주제로 여
러 가정의 행복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 사랑 편지 및 사진 부문 대상: 최희수 집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엄마 딸...)
♡ 사진 부문

믿음상: 김광현 집사 가정
소망상: 이윤호 교우 가정
사랑상: 이동은·이정실 교우 가정
♡ 사랑 편지 부문 화평상: 장경숙 집사
기쁨상: 김혜경 집사
희락상: 조미숙 집사

우리 가족 사랑의 사진·편지 컨테스트

<사랑의 편지> 및 사진 부문 - 대상 : 최희수 집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엄마 딸…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바쁜 생활 속에
서 미루어 왔는데 이렇게 민영이에게 먼저 글을 쓰게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영이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고 그 가슴 저린 세
월을 이렇게 글로 네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민영아 민영아” 소리내어 부른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부르건만, 가슴이 저려와 벌써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구나. 우린 서로 민영아!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감정
들을 눈을 통해 알 수 있는 딸과 엄마... 그렇지? 우선 민영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어린 나이
부터 다른 아이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해서 장말 미안하다.
우리 가족이 지나온 몇년들, 네가 병마와 싸워 온 몇년들,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니. 하지만 민영아… 우리 가족은 모두 네가 얼마나 자
랑스러운지 모른단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 무서운 아픔과 힘든 검사, 여러 번의 수술들...병
원과 집을 오가며 지낸 몇년들….
그래도 한번 싫다 안하고 모든 것을 해냈고 가족을 걱정했고 다른 아픈 아이들을 보며 걱
정하고 눈물 흘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미소와 웃음을 선사했잖니.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행복해졌는지 모른단다. 민영아, 사실은 엄마는 많이 무섭기도 했고 하나님께 화도
너무 많이 나서 기도도 하기 싫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민영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
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의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기도하자고 엄마를 붙
잡았단다. 민영아 고마워. 그 무서운 고통과 여러 번의 수술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거
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우리 딸… 늘 이젠 끝이겠지 하면서 “민영
아 참자.. 이것만 잘 검사하면 이젠 안 아파” 했건만… 마지막인 줄 알았건만 작년에 두 병원
을 오가며 7개월만에 집에 돌아온 엄마 딸.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련들을 잘 견뎌온 민영이, 너
무나 힘들었지..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가야.. 네게는 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야단치고,
무섭게 민영이에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엄마도 너무 무섭고 화나고 그래서 많이 울었단다.
민영아, 지금 생각해도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너무나 후회되고
미안한 순간들이 많구나. “엄마 힘들어서, 무서워, 엄마가 해봐” 하던 말들.. 그래도 그 순간
마다 가끔은 엄마를 위로하며 힘든 내색 안하고 견뎌 나가던 네 모습. 하지만 민영아, 너는

알지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래, 엄마는 아니, 어느 누구도 너처럼 못했을 거야 엄마 딸. 정말 미안해.
민영아 생각나니? 15시간이 넘는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서도, 또 몸도 못가누는 상태에서도
엄마 울지 말라고, 나 괜찮다며 엄마를 걱정했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던 너의 의지들. 그래! 민영아 우
린, 아니 민영이는 해냈잖니. 민영아 네가 검사 과정 중에 써냈던 글. 다른 아이들은 LUCKY하다고 학
교에 가고 GYM도 하면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어서. 그래 민영아 엄마는 안단다. 민영이가 학교도
가고 싶고 예전처럼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뛰어 놀고도 싶고. 엄마도 다 안단다, 민
영이 마음을. 또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우리 민영이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은 더 많이 생긴 것.. 사
실은 그래서 엄마는 더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정작 민영이는 화를 내
거나 불평하지도않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또한 늘 기도하는 민영이를 보면 엄마는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민영이 때문에 용기를 얻는단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민영이에 비하겠니.
민영아 너 생각나니? 엄마와 차 타고 가는데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네가 나에게 설명해준 것.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뜻이야” 했던
것… 엄마는 순간 깜짝 놀랐단다. 네 조그만 마음에 너무나 순수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 생각들. 그래
서 그렇게 웃음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 오는구나… 그래, 민영아 아직은 조그만 일에도 가
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많고, 한 번의 수술이 더 남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겨 나아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지만, 민영아 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민
영아 우리가 이겨낸 순간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고, 힘들게 있겠니. 아직은 엄마가 앞서 걸어가
며 민영이의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가끔은 어둡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더라도 민영이가 엄
마 손 잡고 이해해줄 거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정들이라는 걸.. 솔직히 엄마는 많이 겁장이
란다. 그럴 때마다 민영이가 엄마에게 용기를 줄 거지?
가끔은 엄마를 창피하게도 하고 끝없는 용기를 주는 봄의 새싹과 같은 예쁜 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조그만 손으로 QT를 하면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식구들을 불
러모으고, 힘든 순간들에도 엄마, 예수님도 많이 힘들었잖아 하면서 비유하는 우리 민영이. 그래 민
영아, 민영이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나
보다.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늘 같이 하는 엄마, 아빠, 언니.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
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원, 학교, 모든 곳에서 진심으로 민영이를 사랑해주고 애써 주
시는 좋은 사람들. 특히 민영이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민영아! “견뎌 내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만, 민영아 정말 이 다
음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순간들을 견뎌 온 민영이에게 정말 기쁘고 그것들이 헛되지 않고 소
중하게 사용되는 순간들이 오리라 믿고 힘차게 화이팅하자! 그래서 민영이가 고통 속에서도 특별히
받은 사랑들, 경험들을 이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자꾸나.
우리에겐 한자리에 모두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가족이 있고, 아주 특
별히 민영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민영이라는 특별한 마음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
시잖니….
민영아 다시 한 번 정말, 정말 미안해….
늘 씩씩하고 밝은 웃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엄마, 아빠가….
*저는 최희수(최민영 엄마)입니다. 제 가슴속에 있는 아직은 눈물과 함께 싸워 나가는 마음을 용기
내어 아주 힘들게 적어 봅니다. 마음의 편지 글이지만 제겐 내기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아이에게 글
을 써 봅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Children’s hospital in Boston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이 2달 만에 다 같이 모여 찍은 사진
입니다. 저희에겐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모
처럼 우리 민영이와 가족들이 함께 했기에, 그래서 잠
시나마 아픔을 잊을수 있었던, 용기를 주었던 순간입
니다.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소중히 간직
할 순간입니다.

민영이가 7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10개월
만에 우리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시작으
로 교회에 갈 수 있었던 첫날입니다. 민영이가 얼마
나 좋아했는지요. 또한 크리스마스 성탄 촛불을 온전
치 않았던 걸음으로 민영이가 켰어요. 모든 것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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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상 - 김광현 집사 가정

남이섬 여행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
낸 자녀들(1971)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세 자녀
(1972)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의 모습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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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상 - 이윤호 교우 가정
Shalom!
얼마 전 아름다운교회에 등록한 이윤호, 이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세 번 귀한 행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선물 지민(Victoria)
두 번째 선물 지원(Olivia) - 제 평생의 신앙간증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 지예(Antonia) - 저희가 받은 사랑의 보너스입니
다.

사랑상 - 이동은·이정실 교우 가정

이 사진은 작년 2009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 식당에서 찍은 저희 가족사진입니다.
이영화 장로님이 저희 시아버지시구요..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은 다음 달에 2돌을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배의 축복인 저희 쌍둥이 아들 주영이 주성이입니다.
주위에서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쌍둥이들, 이렇게 4명을 붕어빵 패키지라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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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편지> 화평상 - 장경숙 집사

D

ear Alvin

What should I say to you. I can't say
enough about you, because the paper
has not enough space. I would like to
say that I love you, I'm proud of you and
you are the best son. You are not just a
fantastic son, but also a high quality human being. You are a compassionate
person with a kind and loving soul. You
father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we are
the luckiest parents around. You are the
joy of our lives.
This past year has been hard for both
of us. With college applications, you
had to give up
somethings, but I'm proud of you for
working hard. You always tried to take
charge and do everything on your own.
But remember that I am here for you.
There were times where our relationship was strained due to fighting. I sold
you and lecture you because you have
the potential to do great things. As your
parent, I expect and wish for the very

best from you.
Alvin, you are already seventeen and you are leaving for college in August. I am definitely sad to see you leave, but I am also extremely proud of you. When you go to college,
you will have to make your own decisons. Do you remeber that time where we fought and
you told me, ''Mom, I'm seventeen now. Don't control me. Just guide me. I want to learn
from my mistakes.'' Decisions are very important in life. Good ones can be a blessing and
bad ones can leave you regretful. I understand that you are growing into a mature man, so
I respect the fact that you want to make your own decisions. I just want to remind you to
take your time and decide on things wisely.
Alvin, I sorry for you becuase I wasn't a perfect mom, but I tried. Here's a quote from a
successful man, ''My mom was strict, but not mean. When you have kids, you're a parent
first before you're a friend. As you get older, you become friends.'' Alvin, I want to be a
mother to you first. However, being your friend is my second job, so don't ever hesitate to
ask me for advice or anything you need.
Now, I can do only one thing to do for you. Just pray to God for you. I pray to God for
you every single day. God listen's to my prayers and I believe you will become a very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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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person. Remember to always walk with God and follow in his steps. God will
always protect you and be with you wherever you go.
Alvin, we will always love you with all of our hearts. Whatever life choices you make,
we will be here to support you and no matter what we will always be proud of you. We
will love you forever.
Love,
Your Mom
* 저는 Alvin 엄마인 장경숙입니다. Alvin은 저의 둘째 아들인데 이번 9월에 대학을 갑니다. 그동
안 많이 야단도 치고 했는데 대학을 가는 아들한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어 못쓰는 영
어지만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영어로 적어야 아들이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D

ear mommy,

I know I don't really call much, but please know that I miss you a lot.
I miss your presence and I definitely miss your amazing cooking. I also
miss how you always know to cook my favorite dish, whenever I come
home. You treat me like a king and I love you for that.
Thank you for your tough love throughout high school. At the time, I
didn't understand why you constantly yelled or had such terrible rules. I
just thought you were trying to make my life miserable. But without your
discipline and strict parenting I wouldn't have turned out to be the person
that I am today, so I am grateful for that.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rough the ups and downs. Whenever I needed something,
you were always there and willing to give it to me. Your support is unlike
any mom I have every seen. I still remember the nights where I would get
hungry and ask you to prepare me something. I know you were tired, but
without fail you would always cook me up something delicious to satisfy
my hunger.
I don't say this enough, but I love you. I know I can't always make you
proud and I disappoint you alot. However, in the end of the day I hope
whatever I do in the future will be enough to earn your approval. That's
all I want. You are the greatest mom ever and I am thankful that I have a
support system that runs so deep.
From your favorite son,
Anthony

*Anthony 군은 장경숙 집사님의 큰아들로, 현재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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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편지> 기쁨 상 - 김혜정 집사

아빠,
내가 아빠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잔뜩 긴장되고 떨
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혜정이에게 전화를 꼭 해야 할 것 같아
서 전화를 했어. 내가 아프다.. 어쩌면 못살지도 모르겠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꿈
에서 깼어요. 정말 아프신가? 당장 한국에 전화를 넣으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인가요? 엄마와 아빠가, 두 분이 나란히, 하얗고 노오란 국화
꽃으로 둘러싸인 관 속에 누워 계신 꿈을 꾼 거에요. 기가 막히고 가슴이 뽀개지면서,
꺼억꺼억 울며 깨어났어요. 새벽이었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이 두 분이 변을 당하셨
구나 싶어 당장 전화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아빠가 너무도 무탈한 목소리
로 전화를 받으시는 거에요. 너무 민망하고 우스워서 그때 딱 결론을 내렸어요. 내 꿈
은 개꿈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꿈이겠지 하다가 한 이틀 후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에게 다짜고짜, “아빠 몸 괜찮으셔?” 했더니 엄마 말이 감기로 기침을 콜록콜록 하셔
서 조금 후에 동네 내과에 간다는 거에요. “엄마, 아빠 잘 챙겨요. 어디가 아프신지 꼼
꼼하게!”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엊그제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도 맏딸이라고, 지 아빠 아픈 줄을 아
는구나, 니 꿈이 신통하다” 하시더니, 그간 아빠가 전립선이 부었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생하셨다는 거에요. 다행히 의사 말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조금 두고 보고
다시 한 번 피검사를 해보자고 했다면서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많이 걱정이 되요. 아빤 항상 활기차고, 젊다
고 자랑하시잖아요? 혈압약 가지고도 엄마랑 얼마나 다투셨어요? 하여간 아빠도 고집
이 너무 세요. 그리고 제발 제발, 뛰어 다니지 마세요. 아빠 팔십이 넘으셨어요. 건강
에 너무 과신하신다 말예요, 아빠가요….
아빠는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우리 혜정이, 우리 혜정이’ 그러셨어요. 뚝뚝하고 애
교가 빵점인 나는, “우리 혜정이가 제일 예쁘지, 미인이고 말고… 저만하면 최고지…”
하실 때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한번도 아빠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노
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을 냈어요. 난 나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바라는 나는, 지금의 나보다 월등한 외모, 월등한 두뇌, 월등한 성격이
었기에, 아빠의 그 말이 싫었어요. 인선이와 나는 아빤 못말린다 하며 아빠 흉을 보
곤 했어요.
그런데 아빠, 언제인가부터, 나의 모습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면이 있다
면, 그것은 아빠로 인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수없이 나에게
해 줬던 그 맹목적인 칭찬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견디게 하는 거에요. 세상의 그 누
구도 아빠 만큼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때로 내가 실망스런 행동
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아빤 그랬어요. “그럴리가 없지, 혜정이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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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아빠, 정말 고마와요… 이 말 아빠에게 언젠가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편지에서
하게 되네요. 아빠, 나 많이 칭찬해 줘서 정말 고마와요. 아빠 칭찬 덕분에 내가 나를 버
리지 않았어요. 때로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이렇게 되뇌이며 빠져 나왔어요. “내가… 아
빠 딸인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한 아빠 딸인데….”
아빠, 아빠처럼 날 구해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빠도 믿고 나도 믿는, 우리 식
구들이 다 믿는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살게 해 주세요. 아빠가 나에게 하셨듯이, 하나님
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너는 나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손의 왕관이다.”
아빠, 혹시 또 아프시더라도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를 위해 제가 기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아빠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며, 아빠의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절대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빠 겁이 많으신 것 다 알아요. 나에게 들켰어요. 절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빠와 나는 이 세상의 삶
이 다하면 갈 곳이 있어요. 그곳이 진짜 고향이에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
게 믿고 계시죠? 아빠, 조금이라도 확신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목사님에게
혹은 아빠가 좋아하시는 분에게 상담하고, 같이 기도를 구하셔야 해요. 꼭 약속하셔야
해요. 기도하신다고. 저도 기도해요. 아빠 기도하실 때, 제 기도도 거기 있어요. 여름에
만나 뵐 때까지, 아빠, 힘내세요!
2010년 3월 28일
사랑하는 딸 혜정 드림

찬조 작품 - 정보영 집사

추억 속의 아지트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버린 행복했던 10여 년 전 사진입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사진을 보며
잊혀져 가는 할아버지의 숨소리와 잔잔한 향기를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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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힘

김인혜 집사

중보기도와 축복기도의 힘!

나

는 남들처럼 40일 작정기도나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새벽기도도
가끔 토요일날 가는 것이 전부이다. ‘기도’ 하
면 떠오르는 이런 기도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
면서 기도의 힘에 대해 써보라는 이야기를 듣
고 그저 난감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에 게으른 나도 생각해
보면 기도의 힘으로 산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에 이렇게 몇 자 적어 보려고 한다. 내가 경험
하는 기도의 힘은 중보기도와 축복기도의 힘
이다.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막
이 큰 미국 땅에 가운이와 둘이 살다 보니 참
막막할 때가 있다. 특히 가운이를 나 혼자 책임
지고 키운다고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다.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
나님께 혼자 기도드리고 담대해지지 못할 때
가 많은데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
한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서로가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나부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
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
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듯이, 또한 나의 지
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생각하면 늘
든든하다.
이국 땅에 사는 어려움, 아이들을 키우는 엄
마로서 겪는 힘든 일, 크리스천으로서, 빚진
자들로서 하는 고민들⋯ 많은 이야기들을 나
눌 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저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동

역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모든 어
려운 일들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로 서로 함께 일들 헤쳐 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담대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함에도 동참하여, 기도가 이루어지고, 서
로의 힘든 일이 잘 해결이 되고, 더욱 건강해지
고, 더욱 성숙해질 때마다 함께 기뻐하게 된다.
중보기도는 나에게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
이다. 이 보호막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 잠잠
히 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눈을 들어 산
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지체
들이 기도로 나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줌
을 느낀다.
무슨 일이든 나 혼자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
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늘 함께 해 주
시는 하나님과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교
회의 지체들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
할 수 있다.

하루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기도
중보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가운이와 서로 아침마다 하는 축복
기도이다. 중보기도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가
볍게,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쁘게 하는 힘을 주
고, 가운이와 매일 하는 축복기도는 하루를 평
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언제나 happy kid였던 우리 가운이가 9학
년이 되면서 친구들과도 좀 삐꺽거리고, 학교
공부도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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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중등부에 속해 있어서 많은 아이
들을 보아 왔지만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
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냥 좀 소심한 아
이인가 하고 생각하곤 했는데, 가운이도 조금
씩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다. 물론 자라느라고 겪는 일이
고, 또 잘 견디겠지만 옆에서 보는 엄마인 나는
아침마다 가운이의 기분 상태를 점검하며 조
마조마 하게 되었다. 가운이가 우울하거나 슬
퍼하는 것을 보면 참 힘이 든다. 그저 들어주
고 같이 맞장구쳐 주기도 하지만 답답한 마음
은 어디 둘 데가 없다.
나 또한 하루하루 쉽지가 않다. 10년 넘게 해
온 직장 생활이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와 새로
운 일들, 또 영어로 사람들 대하는 일들⋯ 기억
력은 갈수록 한심해져서 일일이 다 찾아 보아
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도전인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는 의
기소침해서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기 어려웠을
듯 싶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처럼
느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이 키우면서 살게 해 주
시는 것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중에 나도 그렇지만 가운이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운이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수밖에 없는
듯했다. 마침 민수기를 QT하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기도
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읽으며 나도 가운이에
게 매일 이 기도로 축복해 주고 싶어졌다.
전에도 학교 등교길에 가끔 기도해 주곤 했
지만 이번에는 가운이에게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자고 이야기해 보았다.
그 후로 가운이와 아침마다 서로 해 주는 축
복기도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심
을 매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
혜와 평화의 약속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
게 해 주었다.
아침에 서둘러 가운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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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운이 손을 잡고 기도한다.
가운아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to you
and give you peace.

가운아 엄마도 축복기도해 줘.
Mommy needs lots of, lots of grace today.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to you
and give you peace.
엄마 잘해⋯.
이렇게 시작하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서 나와 가운이를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
을 믿고 안심하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
일 매일 아빠가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을 또 확인하고 확인하듯 말이다. 그로 인해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자신의 일을 할 수 있
듯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도
록 오늘도 가운이와 나는 이 축복기도로 하루
를 시작한다.

교육 강단에서

허정화 집사

듣는 부모

요

즈음 ‘날마다 솟는 샘’으로 QT를 하면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
상할 기회가 많아졌다. 최상의 부모를 둔 자녀
로서 세상의 부모 된 우리가 가장 본받기 힘든
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실까?
우리 자녀들은 말을 참 잘 듣는다. 여기서 듣
는다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함이다. 즉 우리 아이
들은 말을 듣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 이 말은
누군가 그들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 소리다. 학
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의 말이 쉬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노래
를 듣고, TV를 보며 듣는다. 그들은 professional listener이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점이 우리 아이들은 시험은 잘 보는데, 수학 성
적은 좋은데, 학교에서 너무 조용하다, 발표력
이 없다, 에세이를 잘 못쓴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에만 너무 익
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실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대일 학습이 아
닌 이상에는 간과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언어 발달은 아주 어릴적부터 시작
되는데 유아의 언어 발달에 care giver(돌봐
주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 Care giver가 말을
많이 하면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운다는 통념이
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
게 말을 하면 care giver와 아이와의 잦은 상
호 작용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배고프지?”라고 말한
후 아이의 반응을 살핀다. 엄마는 마치 아이가
“나 배고프니까 빨리 우유 주세요.”라고 말하
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며 아이의
반응을 살피는 그 잠깐이 아이의 잠재된 언어
능력을 자극하는 순간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표현 언어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
는 훈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Receptive Language(수용 언어)와 Expressive Language (표현 언어)가 그것이다. 미국
의 공립학교의 영어 교육 목표는 읽기, 말하기,
듣기와 쓰기의 적절한 발달이다. 읽는 것과 듣
는 것은 수용 언어이며, 말하고 쓰는 것은 표
현 언어이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더 나으리라 믿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실도 대
부분이 수용 언어의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표현 언어의 학습은 그 실행과 그 효
과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어쩔 수 없
는 일이다. 초등학교의 20명에서 26명이 한 반
인 경우 한 담임 교사가 그들 개개인의 말하기
와 쓰기 학습을 위해 차별화된 일대일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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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
고 표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어떻게 말하는
연습을 시킬까? 그들이 연습을 한다면 들을 대
상이 있어야 한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과 많이 대화해요”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와 진심으로 대화
했다고 생각할까?
뜻밖에도 많은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빠는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네, 대답만 하고 앉아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대화의 기본 자세는 듣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professional listener이다.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들을 준비
를. 영어가 안돼서, 너무 일이 바빠서, 핑계는
수도 없이 많다. 일단 일을 내려놓고, 맘을 비
우고, 그냥 아이 앞에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
라.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까지 미소로 침묵해
보면 어떨까. 아이가 입을 열면, 아주 기쁘게 “
아, 그러니? 어머, 왜?”라고 맞장구를 쳐보자.
그런 침묵이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 구해 보자. 부모와 자녀 상
담의 1인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
리자.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한테 말하는 게
힘들면,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생
각이 바뀌면 나에게도 말해 주렴. 엄마도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말해 보자. 그리고
기다리라, 조용히.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준비를 열심히 하
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 주라. 영어가 장벽이라
고 생각하는가? “Oh yes, oh no, how come,
why, what happen”만 알면 아이들을 말하게
연습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엄마, 아빠 앞에서 아
주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쓸 것이다. 어쩌
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해
야 할 일을 챙겨 주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많은 교훈들을 들려주고 싶다. 부모
로서 겪은 많은 삶의 실수들을 우리 아이들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매 순간 그들에게 말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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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허락하신 실수라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다그친다 한들 그들이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
다. 늘 우리를 듣고 싶어하신다. 그 사막에 하
갈과 함께 버려진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
고, 한나의 소리 없이 입술로만 움직이는 기도
도 들으셨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듣자. 그들
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듣자. 듣는 것의 기
본 자세는 말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듣는 부모
되는 연습을 하자.

교육 강단에서

이윤신 집사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며 느낀 점

“하

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단 하
나도 우연은 없다”라는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어떻게 내가 중등부 교사
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가 돌이켜 보
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중등부
교사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며, 주님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아름다
운교회 중등부 교사로 준비되어 왔음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첫번째 방법은
저에게 좋은 롤 모델인 스승을 만나게 하신 것
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주
일마다 보면서 주일학교 교사 역할이 무엇인
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분은 중학교 시
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제 친구의 어머니
셨던 김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딸이 있으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고 여러 인간관계에 벽을 세
우기 시작한 우리에게 주일이면 항상 푸짐한
간식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시면서 마음의 벽
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공부와 동시에 한 주간의 생활
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나
의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
민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생님과의 성경공부 시간은 간략하면서도
핵심만을 이해하도록 생활 속의 예를 많이 들
려주셨고, 항상 시작과 끝에는 “너희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다. 너희가 주일날 TV도 보고 싶고 놀고 싶지
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얼

마나 귀한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교회에 가는 일이 그리 귀
한 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주시는 헌
금만 달랑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시절
이었기에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내 자신
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
니 20년 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
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내 스승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제 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너희의 발이 너무도 귀하다. 이렇게 와
줘서 고맙다.”
두 번째 준비과정은 주님께서 미국에서 살
아가는 한국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삶과 고민
을 저로 하여금 어릴 적 미국에서의 청소년 시
절을 통하여 거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힘들고 외롭게
보내게 하신 뜻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름
다운교회 중등부 성경공부 시간을 위한 계획
이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과 부모님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던 많은 문제들을 스스
로 감당해야 했던 기억들이 지금 중등부 아이
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의 갈등과
고민을 이해하고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
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들(1.5세/2세)
대부분의 갈등은 학업성적, 친구 관계, 부모님
과의 관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들에게 매주 “What’s your high? What’s
your low?”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Low”라고 할 때가 많고, 대부분
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학업성적과 관
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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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
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뭐가 불만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며, 아이들에게 부모의 희생
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매일같이 자
신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인종차별적인 눈빛을 주며 이유
없이 자신을 picking on하는 선생님과 맞서
야 할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어떤 테이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점심을 먹지 않을 때도 있
고, 91점을 받은 시험지를 붙잡고 부모님께 혼
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
는 백인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렇다
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인기 없는 아시안 그룹
에 끼고 싶지도 않은 아이들만의 고민이 있음
을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아이들도
그러한 시절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마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
을 이해하리라 생각되지만, 바람은 우리가 이
방인 취급을 받는 미국사회에서 자신을 지키
기 위해 힘쓰는 우리 아이들의 남 모르는 고군
분투를 부모님들이 많이 격려하여 주시고 기
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과정은 주님께서 제가 성인이
된 후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저의 교만함,
이기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어 버리
시고, 다른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영혼 자
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성경공부 교사 회의시간에는 종종 예배시간
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
곤 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없이 주일만 교회에 다니는 일명 ‘종교인’
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음을 주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
직도 성경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 친구와
text하기에 바쁘며, 자신의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힘든 친
구들을 얕보고 비아냥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면, 마음에서 미움이 치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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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차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세우신 것
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런 죄인
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저의 할 일은 그
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
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
여 기도하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훈계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아름다운교회의 성경학교에 가장 절실
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아이들과 선생님
들이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되고, 둘째는 그 공간을 이용하
여 아이들을 가르칠 주일 성경공부 교사들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비전센터를 우리 후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
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장소의 확보를 위
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
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봉사라기보다 오히
려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
에 대한 많은 이해심과 소망을 갖게 되는 커다
란 축복임을 알게 하사 교사로 자원하게 하시
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
고 일을 하며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더라도 신
앙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아름다운교회로 돌
아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난 하나님
의 말씀을 후세에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일
꾼들이 된다면 이보다 뿌듯한 일은 없을 것 같
습니다.

세례 간증문

장석주 교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저

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25년
전의 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누님과
형님을 따라서 교회 대학부 모임에 나가기 시
작하면서 복음을 접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
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저였기에, 하나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성
가를 부르고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들을 접하
는 것은 행복했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의심이 커졌고 자연적으
로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실천
하는 것에는 공감하였지
만, 과연 인격적으로 우리
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
이 계시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이
지는 않았지만, 제 속에
서 믿음에 대한 갈망은
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친구의 인도로 대학 성경 모
임(UBF)에 참여하여 1년 동안 학습을 받았
고, 부모님 전도 차원에서 가족 모두 성당에
나가면서 6개월 동안 세례교육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감동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제 ‘인생철학’
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기회였지만, 성당 부제
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거부한 저였
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은 듯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의 의지와 무관
하듯이, 우리의 삶은 자신의 능력과 이해 범
위를 벗어난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
다. 인간은 그러한 요소들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가
정하고 절대자에게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지
만 그것은 실존이 아니고 허상이라 믿었습니
다. 비록 결과가 좋을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을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이기에, 설령
불신이 불행을 의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당연한 귀결
은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허무였고, 한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선
을 배우고 불교의 인과론
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
다. 하지만 해결점을 찾
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
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저
는 아내를 만났고, 그 사랑
의 열매를 맺기 위한 쉽
지 않았던 과정 자체가 저
에게는 삶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보류한 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과 검증이 가능한 자연과학에
몰두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유학을 결정하
였습니다. 그 이후로 16년 동안, 새로운 진리
를 터득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제가 꿈꾸었던
진정한 과학인이 되고자 매진해 왔던 순간들
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
던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는 졸업 이후에 자신
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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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고한 믿음의 세례교인으로서, 아내는 저
의 불신이 더 큰 믿음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인
내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불신이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제 영혼이 고
갈되어 가고 뜻하지 않던 시련들도 저희 가족
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결심을 하
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름다운교회를
찾게 되었고,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보
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성찬식에서 아
내가 저에게 나누어 준 성찬을 받은 후에 하
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순간은 잊
혀지지 않을 제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
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
그마한 봉사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
운 이해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에 ‘구속’되지
않고자 달아났던 제가 결국은 저 자신의 죄에
구속되어 죽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C. S.
Lewis의 ‘Mere Christianity’를 읽고서, 저
는 저의 믿음에 대한 관념이 허상이었으며 하
나님의 실존을 내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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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
는 죄의식, 허무함,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
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세례 받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공식화된 순
간 저에게 찾아온 기쁨은 표현하기 힘든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두려움
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의 믿음은
미약하고 의심은 끝이 없는데, 과연 나는 진정
으로 Christian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
을 얻기 위하여 매일 아침 혼자서 조용히 기도
하고 다시 한 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두려움
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새로
이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적 과정이며 진정으
로 자유하고 인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
한 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보다 저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저에게는 기적
이며, 제 의지의 힘을 통해서 믿게 해 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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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짐을 벗으며

지

금까지 저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신실함
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리 내어 주를 시인
하고 주를 찬양하게 입을 열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 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고, 증명된 것만을 믿고, 세상의 논
리와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장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
거웠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자
녀가 됨으로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는
지 모릅니다. 제가 어둠 속에 있다 느낄 때에
항상 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계시기에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에 대한 불
안감도 없어졌습니다.
복음 제시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복
음 제시를 받기로 결심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걸까? 몇
달 교회를 다녀보니 다닐 만은 한데 이렇게 다
니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참
에, 금요 예배가 끝나고 우연히 앞에 앉은 집
사님께 제 마음을 이야기 했더니 복음 제시를
제게 권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받기로
한 그날 역시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 구절구절
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많은 의심
과 갈등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뭔가 깨우쳐지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님

을 영접하겠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네” 하
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응
어리졌던 뭔가가 해결되는 감격에 눈물이 쏟
아졌습니다.
영접 후 요한복음을 집사님들과 읽는데 성
경책의 글자가 어찌나 선명하게 보였던지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섬뜩합니다. 저는 지
금 근시와 원시가 섞여서 책을 읽을 때는 꼭 안
경을 벗고 읽습니다. 그날은 안경을 벗지 않았
는데도 성경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지금은 여
전히 안경을 벗고 책을 읽지만 언젠가는 복음
제시를 받던 그날처럼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주님의 은혜로 안경을 쓰던, 벗던 선명하게 읽
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잘하는 편입니다.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올인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연기
자가 생기면 꿈에서까지 만나고 싶어 하며 잠
을 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
는 연예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내주신 주님을 꿈에서까지 만나기를 기
도하며 잠이 듭니다. 주님, 보잘 것 없는 저에
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
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
에서, 주님이 뜻하신 삶에 순종하게 도와 주
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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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의 선율

563장

예수 사랑 하심은

이

찬송시는 안나 바틀렛 워너와 그의 언니 수
잔이 1859년에 발표한 작품에서 탄생했다.
안나 바트렛 워너(Anna Bartlet Warner)가 쓴 이
찬송가는 의심할 바 없이 어떤 찬송보다도 어린이
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애창되는 곡이기도 하다.
당시 안나의 언니 수잔은 ‘wild wild world’로 그 당시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후 베스트
셀러가 된 작품을 발표하여 문학적 명성을 얻고 있었고, 안나도 ‘아미로드롭’이라는 필명
으로 많은 소설을 썼다. 이 찬송시는 그들이 발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말과 표적
(say and seal)’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죽어가는 어린 학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인 린넨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에서 이 ‘예수 사
랑 하심은’이란 가사가 나온다. 이 곡은 그 다음 해인 1861년 당시 교회 음악 작곡가로 알
려진 윌리엄 베첼러 브래드베리에 의해 작곡되었고, 발표된 후 곧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 찬송은 이방 나라에 새로운 회심을 가르친 최초의 찬송 중의 하나이다. 이 찬송시는
약한 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그것은 변치 않는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
다. 선교사들은 이 찬송을 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특
히 중국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애창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미국 찬송가 위원회에
서는 이 곡명을 ‘CHINA’라고 이름 붙였다.
안나와 수잔은 고등교육을 받은 독실한 기독교 여
성으로 대부분의 생애를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서 살
았다. 이들 자매의 집은 웨스트 포인트의 육군사관학
교 근처에 있었고 수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반을 맡
아 가르쳤다.
이들은 젊은 장교들의 삶에 대한 영적 헌신의 공로
를 인정 받아 미육군장으로 장례되었다.
<찬송가 전곡 완전해설> 중에서
정리 : 박찬영 기자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49

뉴욕 여행기

최지석 기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얻은
또 다른 즐거움

맨

해튼의 분주함과 화려함이 좋아 가끔 무
작정 맨해튼을 나간다. 그런데 막상 그
곳에 도착해서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구
경하면 좋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내가 찾
은 곳이 바로 박물관이었다. 처음 뉴욕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구경한 적이 있다. 여느 한국 사람들처럼 입장
함과 동시에 박물관 구석구석을 다 보아야 한
다는 사명감(?)에 4~5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다니다가 녹초가 된 일이, 처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의 기억이다.
그리고 요즘은, 가끔 그렇게 사명감(?)을 가
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천천히 구경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찾는다. 얼마 전
에도 너무 좋은 날씨에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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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회 청년부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을 찾았다. 입장료는 성인 $20이지만, Donation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 1불만 Donation을 하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여럿
이 함께 이야기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도

재미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조각품
이며 미술품을 관람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메
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수
미술 박물관 중의 하나로 200만개 이상 전시된
작품을 하루에 다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여유롭게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중세시대
그림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평소 그림이나 조
각품에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인지, 중세
시대의 그림은 보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
다. 사실적인 표현에 성경적인 내용이 많아 배
경지식을 가지고 감상해야 하는 현대미술보다
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십자가에 달
리신 예수님, 성모 마리아, 골리앗과 싸우는 다

윗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몽글몽글 전해지
는 듯했고, 또 어느 백작부인의 그림 앞에선 그
모습이 어찌나 사실적인지 그 옷자락을 만지
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곳저곳을 둘러 보았다. 그러다
가 유독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세계의 악
기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신랑이 음악을
해서인지 19세기 악기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1800년대 기타
를 보고 있으니 ‘Vintage 기타를 좋아하는 신
랑이 이 기타도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악기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해금,
박들을 전시해 놓은 곳을 보니 왠지 가슴이 뿌
듯해지기도 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5000년의
역사를 대변하는 작품들이 1870년부터 지금까
지 연간 500만 명 정도 방문객들에게 보여지고
있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그 작품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연구하며 많은 사
람들에게 과거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 그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생각들, 또 문화를 순수미술
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
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알
고, 느끼며, 공감할 수 있다. 여유로운 시간, 여
유로운 마음으로 가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찾는다면 그곳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
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치: 1000 Fifth Avenue at 82n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28-0198
전
화: 212-535-7710
웹사이트: http://www.metmuseum.org
개장시간: Monday: Closed
(Except Holiday Mondays)
Tuesday~Thursday: 9:30 am~5:30 pm
Friday and Saturday: 9:30 am~9:00 pm
Sunday: 9:30 am~5: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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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소식

김미선 자매 / 청년부

네팔에서 온 편지

안

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2월 1일에 네팔에 도착하여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네
팔을 살기 힘든 곳이라 하고 오자마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마치 체질이 이곳에 맞게 바
뀌어 버린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실물을 빼고는 누런 우물물로 생활을 하고(수돗물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제 숙소에는 우물물만 나옵니다), 하루에 반 이상이 정전이고, 뿌연 공해로 숨쉬기 힘들고, 곳
곳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다른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팔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이곳에서 제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로 저에게 지금 네팔에서의 생활의 시작이 정
말 즐겁고 다이나믹하기만 합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주시는 분들과 이곳 네팔에서 저의 적응과정을
잘 이끌어준 임은락 선교사님, 꼬이랄라 목사님의 섬김을 통한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찬양과 성경번역 사역을 도우며
저는 꼬이랄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네팔 로고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25명
정도이지만, 모두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도들간의 우애도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
아서 그런지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13명에게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도 가르칩
니다. 네팔의 공교육에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배운다는 게 정말 감격
스러운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에 감동이 더 큽니다. 소수의 음악학원이 있지만
현지인이 가서 돈을 내고 배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곧 그동안 연습한 곡들로 특별찬양예배를 드
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인 사역으로 GBT(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네팔의
100여 개가 넘는 종족 중의 하나인 툴룽(Tulung) 종족의 성경번역연구를 위해 영국 유학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팔에서 지내오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툴룽 종족에게 전도
의 효과와 더불어 툴룽 종족의 음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종족음악으로 찬양을 만들고 기존찬양을
종족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사역을 도와 툴룽 부족인 크리스찬 자매가 만든
찬양과 번역한 곡들을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음악으로 찬양을 만든 자매는 음
악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만 부르고 기타를 치는 남동생이 화음을 붙여 노래를 만들
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온 10여 개의 곡들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음과 전도
라는 중요한 제목 아래, 네팔의 문화에 서양과 한국 크리스천 문화의 무분별한 접목과 성급한 보급
에 대해 고민하던 제게 유익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이 형제에게 피아노와 악보 그
리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가르쳐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저는 이렇게 다양한 모
습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네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제 내
면을 새롭게 채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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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들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있을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네팔어 레슨도 받고, 한국 선
교사님의 자녀들도 가르치고, 또한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네팔의 시골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양육하는 ‘네팔 로고스 미
션’ 사역자들의 리트릿에 따라가 같이 교제하고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또 ‘리빙스턴 스쿨’이라는 네
팔 현지인 기독교 학교(pre school~high school)에 가서 꼬이랄라 목사님이 채플시간에 설교를 하
게 되셔서 그 전에 제가 특송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여 예
배하는 곳에서 예배반주를 합니다. 4월에는 탄센이라는 시골지역에서 한동안 머무르며 네팔 아이
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 네팔, 서양 선교사님들과 다양하게 네트워킹
이 되어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덕분에 한달이지만 많은 곳을 다녀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덕분
에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이 제가 음악을 하고 영어를 하도록 이끌
어 오신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시는데도 제가 다 섬길 수 없는 게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팔을 향한 기도제목
얼마전에 로고스 교회의 한 청년이 저에게 “이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인 네팔에 무엇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
니다. 교육분야에, 음악분야에, 정치분야에, 사업분야에. 물론 어느 나라에든지 적용되는 말이
겠지만, 한국의 60년대의 모습이 많은 곳에 남아 있음과 동시에 이 시대의 문명도 빠르게 받
아들이고 있는, 이 급변하고 있는 나라인 네팔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성숙한 크리스
천들이 먼저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법적
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무너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카스트 제도가 많이 남아 있
다는 점입니다. 크리스천의 수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경과 의식을 뛰어넘
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서 저를 새롭게 사용하시고 제 내면과 지식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
사하게 됩니다. 네팔에 오고 나니 이곳에 오도록 도전해 준 임은락 선교사님에게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 이 나라를 내 나라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시작에서 좋은 마무리로 가기 위한 저의 영적, 인격적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5일 네팔에서 김미선 올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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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집사

이민법상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시 의무
(I-9양식 작성의무)
I. 머리말
최근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의 방
향을 서류미비자의 조사 및 체포에서 고용주
의 서류 미비자 또는 취업 불가한 자의 고용
여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더 강화하
고 있습니다.
그 예로 Dunkin Donut과 함께 도넛 비지
니스로 유명한Krispy Kreme회사를 조사하
여 이 회사가 이민법상 종업원 고용시 의무 등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기야는 $40,000
의 벌금과 이민법에 맞는 고용 프로그램을 더
욱 강화하는 등의 합의를 받는 형태로 일단락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인업계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민법상 종업원 고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I-9이라 불리는 양식을 고용시에 반드시 작성
하고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의 객체인 종업원(Employee)은 임금
이나 그외 보수를 받고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
하는 사람으로 이민법상 취업 가능한 사람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유효
한 노동카드(EAD) 소지자, 유효한 취업비자
(H-1, R-1, E-2, L-1, O-1, P-1, J-1 또는
그외 취업비자 소지자) 소지자 등입니다.

III. 미연방 이민법상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시 의무사항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에 다음 사항을 반
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고용주는 종업원의 취업 가능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II. 고용의 주체와 객체
미연방 이민법상 미국 내에 취업이 허가되
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고용의 주체는 고용주(Employer)
인데 자영업자 및 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
용주는 이민법에 따라 1986년11월6일 이후에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종업원에 대해 반드시
고용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
(Employment Verification)가 부여되어 있
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
시 복직되는 경우에도 이 의무는 적용됩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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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종업원 고용후 3일 내에 반드시
취업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신원
증명서를 제출받고 조사하여 I-9 양식에 종업
원이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가능 증명서류상에 증명서의 증명번호
(Identification Number) 및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 가능 증명서류는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유효한 여권에 찍힌 영주
권 스템프(I-551), 유효한 노동카드(EAD
Card), 유효한 여권과 취업이 허가된 유효한
I-94 등입니다.

개인신원증명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또는 시정부 발행 사진 및 기본 개인정보가 명
시된 신분증, 사진 부착된 학생증, 유권자 등록
카드, 군대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입니다.
2. 고용주는 I-9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할 의
무가 있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 양식을 정
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I-9 양식이 부정확하게 작성되었
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I-9 양식의 Section 1을 종업원이 정확
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있으므
로 작성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고용주는 취업가능증명서류를 확인하고,
I-9 양식을 작성해 서명한 후 가급적 제출된
취업 가능 증명서류를 복사해서 작성된 I-9 양
식에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고용
주는 I-9 양식을 작성하지도 않고 단지 I-9
양식에 취업 가능 증명서류만 첨부해 보관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 또한 법에 위반
이 됩니다.
작성된 I-9 양식은 고용기간 내내 사업장
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기간이 끝나더
라고 고용 시작일로부터 3년과 고용 종료일로
부터 1년 중 늦은 날짜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
습니다.
위의 3가지를 준수할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를 다하게 되며, 종업원이 취업 가능 증명서류
또는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
했을 경우에도 선의로 위의 절차를 준수한 경
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시 취업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여 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저촉이 됩니다.
1. 고용시에 종업원이 취업할 수 없음을 알
고도 고용한 경우

2. 고용 중에 종업원이 취업할 수 없음을 알
았으나 계속 고용한 경우
3.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I-9 양식을 작성은 했으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IV. 이민국의 조사
이민국(ICE)은 보통 자체 조사를 근거로
또는 접수된 Complaints 등을 근거로 이민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를 조사하게 됩니
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Krispy Kreme 회사
의 경우도 그 회사가 소재한 카운티의 경찰서
로부터 Krispy Kreme 회사가 서류 미비자
를 고용한다는 정보를 이민국이 접수받고 가
능했습니다.
이민국의 조사가 있게 되는 업종은 아직까
지는 광범위하지 않으나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값싼 서류미비자의 노동이 집중적으
로 요구되는 업종, 즉 건설, 농장, 부두하역, 청
소 등 용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한인업
계도 이민국의 조사를 받는 등 그 조사의 대
상도 넓어지고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를 요하
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은 무작위로 I-9 양식
작성의무를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어 서류 미비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을 대상
으로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를 벌이
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상
최소한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Notice of
Inspection)를 해야 합니다. I-9 양식의 조사
를 위해 법원의 영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이민국이 I-9 양식의 조사가 아닌 사업장의 수
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야만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민국이 I-9 양식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합의하여 일정 기간의 시간을 부
여받을 수도 있으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을 지연할 경우만으로도 법 위반이 되므로 3
일 현장조사 통지문을 받으면 미리 I-9을 준
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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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현장조사를 마친 경우, 고용주의
이민법 준수 여부에 따라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과 관련한 이민
법 위반 사례가 허다하므로 최소한 경고조치
(Warning Notice)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한
다는 통지(Notice of Intent to Fine)을 고
용주에게 이슈할 수 있습니다. 이 Notice of
Intent to Fine에는 이 통지서를 발부하는 근
거와 고용주의 이민법 위반 근거조항, 벌금 등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otice of Intent to Fine을 받게 된 고
용주는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데, 이 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우편으로 통
지서 수령시는35일)에 서면으로 행정판사 앞
에서 재판을 원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해야 합
니다. 이 기한을 놓친 경우 이민국의 결정은
확정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이나 항소는 불
가능해집니다.

V. 고용주 처벌
위에서 본 고용주가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종전보다는 더욱 엄격
해진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게
는 이민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같
은 간단한 제재에서부터 첫 위반시 벌금이 최
소 $325에서 최대 $3,200, 두 번째 위반일 경우
최소 $3,200 에서 최대 $6,500, 세 번째 위반시
최소 $4,300 최대 $16,000까지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은 서
류 미비자 또는 취업 불가한 사람 한 명을 기
준으로 한 벌금이며 여러 명의 서류 미비자 또
는 취업 불가한 자를 고용하여 이민법상 위반
이 있을 경우는 앞에서 본 Krispy Kreme 회
사와 같이 몇 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
는 것입니다.
단순한 I-9 양식 작성과 관련된 위반도
$110에서 $1,100(I-9 양식 한 개 기준)까지 벌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금과 별도로 심각하고 지속적으
로 고용시 종업원의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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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를 위반한 회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는 형사 처벌에 따라 6개월 징역까지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VI. 결 어
이민국의 강화된 ‘고용주의 I-9 작성 의무’
에 따른 현장조사는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 사면을 위한 선행조치로 이해될 수 있겠
으나, 현장조사를 받게 되면 불측의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종원업 고용시 이민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속적으로 이민법을 준
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한 가지 당부
해 드릴 것은 이민국의 I-9 양식 관련 조사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으므로 서류 미비자 및 합
법적인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고용주 또는
이민법상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회사나 자영업자는 이민국의 I-9 양식 현
장조사에 대비하여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이를
위한 전담 직원을 임명하여 이민법상의 종업
원 고용시 의무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이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영수 변호사
최영수변호사 법률그룹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158-14 Northern Blvd. Suite ML-5A
Flushing, NY 11358
Tel: 718-939-0209
www.byunho.com

목사 안수 소감문

김정준 전도사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5

월 23일에 있을 저의 목사 안수식에 즈음하
여,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
는지, 부모님의 영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글
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떠
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0).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목사님이신 제 아버
지와 제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저의 고
등학생 시절, 어느 주일 오전 예배에 아버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
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고난을 당할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
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스도만 존귀
하게 되는 삶을 살 때, 훗날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설교하실 때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
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울먹이셨습니다. 아버
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한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과 열정으로
27세에 천막 하나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하신
아버지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며 성실
하게 목회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은 너무도 더

뎠고, 아버지의 삶은 극심한 가난, 첫 자녀의
죽음, 암 투병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저희 가정의 고난의 책임을 아버
지에게 돌리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끄러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족
은 늘 어려워야 하나?”,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눈부시게 성장하지 못하는가?”라
는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
하시며 눈물의 고백을 하시던 그날, 저는 아버
지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과 살아온 세월
의 무게를 느끼며 아버지와 함께 울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항상 강해 보이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
이셨고,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
기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시며 하나님께 깊은 은혜와 위
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의 진솔한 자기 고백적인 설교
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도 어
루만지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품었
던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꿋꿋이 한 길
을 걸어오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제 가슴
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존귀케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점철
된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
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흐르는 눈
물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버지의 눈물을 가슴
에 품고 저는 지난 10년간 전도사로서 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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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
지만 제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했습
니다. 부족한 제 자신에 실망하여 주저 앉을
때마다 “정준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하시며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
님의 따뜻한 음성이 제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
습니다.

NYSSMA
ALL STATE

이제 얼마 후면 저는 목사로서 이 길을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
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러기에
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
지만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놓
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마음 한가운데 두
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제 목회의 위대한 교과서이
신 제 아버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
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사역을 하기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dward D. Jamie, Jr. Funeral Chapel, LLC

ᄁᯕᔍᯕऽיa

⮎Ⲋ ⷚ↶ ⼪ᢆ⭲ ⵣⴖ♪
#

#

#

ๅᰆ ⪵ᰆ
ཹḡǍ᯦ၰ᳑ᨙ
ᰆಡᔾఖ⦽ᱡಕ⦽Ḣᱲๅᰆ⪵ᰆ
ᝁᗮᱶ⪶⦽⦽ǎᮝಽᇡ░᮹ᯕᰆ┡ᵝᯕᰆ
⦽ǎ┡ᵝᘂ⪹
እᕾᖅ⊹ እᕾᨱᯕᔩʑʑ⡍ᜍฑᔍḥᇡ₊

ᄁ

57₥ձᨱᕽᱡ⯍ŲŁෝᯱᖙ⯩ᅝᙹᯩ݅ܩ
ᷕญᦥᵝ ᵝĞ᪆
ە↽ⅩᩍᖒŖᯙᰆಡᯙ
/:-JD

᳑ᬊ⦹Ł❭┚Ʊ☖⠙ญ⦽ᄁᜅ✙᭥⊹
ᩍᖒŖᯙᰆಡᯙ᮹ ᱶḢ⦽aĊ
ᖙᝍ⦽ᰆಡᵡእ᪡ e⠙⦽ᰆಡᵡእ
&NBJMKBNJF+S'VOFSBM!BPMDPN
ྕഭᔢݕ

Edward D. Jamie, Jr

Licensed Funeral Director Since 1969
NY(#01765) NJ(#4725)

XXXKBNJF+S'VOFSBMDPN

5FMྕഭᱥ⪵
208-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58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

ە
/

살며 사랑하며

김명환 집사

고난을 보듬는 삶

저

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에 많이 잠겨봅
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
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위안
이나 행복이나 고통없는 삶이 아니지 아닐까
하고….
형이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족한
삶이란 게 대개 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
두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제 몫을 하고, 화목하
며, 경제적으로 충만한 모습일 것입니
다. 또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슬
픔은 되도록이면 나와는 상관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합
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 잣
대로 설정한 ‘좋은 삶’과
‘나쁜 삶’의 구분이 얼마
나 허망하고 이기적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
가 많습니다.
얼마 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남성 디자이너가 삶의 질곡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부와 재능과 명성이 모
두 충족된,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많이 행
복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
대였습니다.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단의 선택을 한다는 건 불
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극
한적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은 항
상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게 사실입
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 보다 나은 삶인지

에 대한 상념에 도달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병에 대한 태도에
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
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처음 듣
는 말 중 하나가 “평생 친하게 잘 지내세요.”
라는 충고입니다. 당뇨병이란 게 완치가 힘드
는 질병(혹자는 마라톤 등으로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인 탓에 환자가 질병을 먼저
인정하고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어쨌거나 오랫동안 축
적된 원인으로 야기된 질병
을 불편하고 싫다고 냅다
일거에 쫓아 버리려고 해
봐야 소용없다는 뜻일 겁
니다. 그보다는 질병 상태
를 받아 들이고 생활 속에
서 함께 하는 게 지혜이며,
상황도 호전시킬 수 있을 것
은 많은 경험들이 웅변하는 일
입니다. 불평하고 싫어해봐야 혈
당만 높일 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고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임을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사람의 혀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모두 맛볼 수 있게 창조되었 듯 인생의 역정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돌아보면 개개인의 삶에서 많은 목표들이
성취되었고, 숱한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
창 시절 성적이 향상됐을 때, 선한 일로 칭찬
을 받았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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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런데 그 멋지고 황홀한 기억에 대한 우리
의 기억력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덧없는 인생
이라는 한탄이 기실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
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우리의 건망증과 고난
과 슬픔에 대한 영특한 기억력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맛도 맛이듯 쓴맛도 똑같은 맛
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초만 달이면 아무 약도 되지 않습니다. 진하
디 진한 쓴맛이 나는 약초에다 감초를 섞어야
감초가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은 간난고초를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인생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게 되야 하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약한 인간인지라 조금
만 보태자면, 쓴맛을 조금 묽게 함으로써 다
른 맛도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면
애교 섞인 기복(祈福)이 아닐까 합니다. 유일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물신(物神)이라는 악귀
(惡鬼)가 횡행하는 세태에서 ‘고난의 체질화
내지 일상화’가 쉽지 않을 뿐더러 허황하게 보
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
는 확신에 사로잡혀 보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주관적
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린 시절 고무신 신
고, 쇠고깃국 한 번 먹기가 쉽지 않고, 웃목
에 놓인 자리끼가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을 정
도로 우풍이 심한 방에서 자더라도 그게 불행
하다거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은 드물었
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특히 어려운 다른 나
라에 견주면 현재 느끼는 어려움이 과연 얼마
나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헐벗고 굶주려도 그
상황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댈 때 그건 즐
거울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주파수 대역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춘
다면, 비록 고단한 생활이더라도 결코 슬프거
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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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굽에 편자를 박을 때는 그 말은 고통스럽
고 한동안 불편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편자에 익숙해지면 말굽과 일체가 되고
힘차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도 고난을 극복하거나 없애려고 힘쓰는 대신
그 고난과 친숙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고난
으로 인한 낙담과 불만도 저절로 해소되지 않
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지의 근방에도 얼씬거리
지 못하는 주제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
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론보다 각론, 말하자면 구체적 실천이 필수
적이겠지만⋯.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
님께 대한 감사는 덤일 것입니다. 무지개가 아
름다운 이유는 형형색색의 다른 빛깔을 띠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빔밥도 참기름, 쇠고기, 콩
나물에 더해 쓴 나물이 좀 들어가야 제 맛을 발
휘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삶은 채워지면 쏟
아져 버리는 두레박 같아서, 모든 것이 충족된
삶보다는 모자라서 발버둥치고 마음 졸이는
상태가 어쩌면 정상적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항상심(恒常心)으로 애이불비(哀而不悲)낙이
불류(樂而不流)<슬픈 가운데서도 비탄에 잠기
지 않고, 기뻐도 질탕하게 흐르지 않는 상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발걸음을 멈추
거나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보듬과 살
아가는 축복된 생활이라는 생각에 잠깁니다.
나물 뿌리가 쓰다고 뱉지 말고 잘근잘근 씹다
보면 고유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듯이….

아름다운 만남

최지석 기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성합창단

찬

양을 통해 우리는 평안함을 느낀다. 부
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곡의 찬양.
그 속에는 우리가 세상 음악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감사함이 있다. 바로 하
나님을 찬양하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인
것이다.
케냐 전용범 선교사님의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프리카에서는 5시간 예배 중 3시간을 찬
양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문화가 음악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통해 신
앙을 배우고 전수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의 한 청년이 복음을 몇 시간 동안 노래해 그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한 사건은 찬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
사를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께 기
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
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
되어 있다.
이렇듯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달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아름다운교회 남성합창단은 다
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속에
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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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는 것이다. 그 아름다움과 은혜의 비
결을 알기 위해 남성합창단이 연습하는 곳을
찾았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악보를 들고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다. 20
여 명의 남성합창단원들이 모이자 기도 후 박
윤조 집사님의 지휘와 박제인 자매의 반주로
연습이 시작되었다. 30여 년 성가대를 지휘하
셨던 박윤조 집사님의 지휘에 맞춰 하모니가
이루어진 찬양곡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
고 이곳에 왔지만 찬양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
리듯 열정적으로 목청을 높여 모두가 하나님
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
다. 찬양의 가사 하나 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한 곡의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
각,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았다. 그
것은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우리
에게 전해진 이유와도 같은 것 같다.
남성합창단의 리더이신 김형민 집사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합창단
의 특징은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의 시간과 노력,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단
원들의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대단한 열정
일 것입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노래하는 남성합창단. 김
형민 집사님은 합창단의 열정을 몇 분의 이야
기를 통해 알려 주셨다. 우화선 장로님은 부
인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항상 곁
에서 돌봐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합
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열정을 보여 주셨고, 또한 이영수 집
사님은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가 아프신 중에도 믿음 하나로 열심히 찬양에
함께 하신다.
찬양팀 모든 분들의 노력과 은혜가 우리에
게 전해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은혜와 열정이 가득한 남성합창단의 찬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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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회에서 매 홀수 달 셋째 금요예배
와 짝수 달 마지막 주 1, 3부 예배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5월 21일 금요일은 남성합창단
의 주관으로 금요예배가 이루어져 좀더 풍성
한 남성합창단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찬양의
기쁨을 남성합창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누
리길 기대한다.
남성합창단 단장 김형민 집사
(연락처: 516-779-3833)

건강 상식

조기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정보

유

아들의 학습 및 발달 속도는 각 아이마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걸음
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을 먼저
시작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만 일
부 유아들의 경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 여부를 몇 가지 징후를 살펴 보십시오. 조
기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빨리 받을수록 좋
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시선을 옮긴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쳐다본다.
-손을 뻗어 물건을 잡는다.
-장난감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 잡는다.
-발가락을 가지고 논다.
-수유시 우유병을 살짝 쥔다.
-익숙한 얼굴을 알아본다.
-목소리를 모방한다.
-목소리와 같은 부드러운 소리에 반응한다.
-몸을 뒤집는다.

생후 12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유아 성장 체크리스트
다음은 갓난아이 때부터 3세 유아의 일반
적인 성장 단계별 행동입니다. 자녀의 행동
이 아래와 다른 경우 현지 Early Intervention Program(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연락하
십시오.

생후 3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밝은 색채나 빛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양쪽 눈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다.
-우유병이나 엄마 젖을 알아본다.
-엄마 목소리에 반응한다.
-옹알거리는 소리를 낸다.
-양 손을 모을 수 있다.
-팔다리를 흔들거나 찬다.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든다.
-소리, 특히 목소리에 조용히 주목한다.
-웃는다.

-앉는다.
-일어선다.
-잡아주지 않아도 잠시 동안 혼자 설 수 있다.
-기어 다닌다.
-컵이나 전화기를 가지고 어른 흉내를 낸다.
-까꿍 놀이와 손뼉치기 놀이를 한다.
-작별인사로 손을 흔든다.
-통에 물건을 넣을 수 있다.
-적어도 한 단어를 말할 줄 안다.
-“마마” 또는 “다다” 같은 소리를 낸다.

1살 반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건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을 좋아한다.
-적어도 6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다.
-“공 좀 가져다 주세요”와 같은 간단한 지시를 따
를 수 있다.
-신발, 양말 및 장갑을 스스로 벗는다.
-책에서 지칭하는 그림을 가리킬 수 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63

-종이에 색연필로 뭔가를 그릴 수 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다.
-뒤로 걸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부탁할 때 가리키거나 소리를 내거나
단어를 사용한다.
-“노(아니요)”라고 하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 놓는다.

2살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2~3개 단어로 된 문장을 사용한다.
-대략 50가지 단어를 말할 줄 안다.
-익숙한 그림을 알아본다.
-공을 앞으로 찰 수 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다.
-부모의 끊임없는 주목을 원한다.
-2~3페이지를 함께 넘길 수 있다.
-부모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머리카락, 눈, 귀 및 코를 가리킬 수 있다.
-네 블록 정도의 장난감 탑을 쌓을 수 있다.
-애정표현을 할 줄 안다.

3살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손을 위로 올려 공을 던질 수 있다.
-어린이용 세 바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신발을 신을 수 있다.
-문을 열 수 있다.
-한 페이지씩 넘길 수 있다.
-몇 분 동안 다른 아이들과 놀 줄 안다.
-쉬운 노래 구절을 반복한다.
-3~5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한다.
-적어도 한 가지의 색 이름을 알고 말할 줄 안다.

부모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
까?
거주 카운티의 Early Intervention Program(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자녀의 성장발달 상황을 평가할 수 있
는 전문가들과 연결해 드립니다. 자녀에게 도
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자녀 및 부
모가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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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Early Intervention 서비스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돕고 당신의 자녀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평가 서비스(청각 및 시
각 검사 포함), 가정 방문, 언어, 물리치료 및
기타 치료, 아동발달 그룹, 가족 상담, 특정 경
우 교통편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
는 무료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조기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0세부터 3세까지의 모든 아동으로서 성장
지연, 신체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지
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합
니다.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는 어디입니까?
▶ 낫소카운티 거주자인 경우:
Early Intervention Program
60 Charles Lindbergh Blvd. Suite 100
Uniondale, NY 11553-3683
516-227-8661

▶ 뉴욕시나 다른 카운티 거주자인 경우:
‘Growing Up Healthy’ 24시간 핫라인 1-800522-5006에 전화하셔서 해당 지역의 Early
Intervention Program 사무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Bureau of Early Intervention(조기 개입
사무국)의 아래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nyhealth.gov/community/infants_
children/early_intervention/index.htm
뉴욕주 보건부 자료에서 발췌
정리: 금동욱 기자

교육 칼럼

노준건 집사 / 교육 컨설턴트

대학 진학과 부모의 역할

가

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산실이다. 가족간의 모든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
하는 데 주춧돌이 되기도 한다. 가족간에 나누
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함들, 그 모든 일들은
한 인간의 인격형성에 큰 몫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이 있는 소통과 협조가 따를 때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학상담을 하면서 느
끼는 것 중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자녀가 자기의 대
학진학에 관한 일들을 부모가 알려고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직 청소년인 자녀들은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답도 하지 않
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진학은 절대로 자녀가 혼자서 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다.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명
백하다. 물론 형편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세상사엔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너무 자책감
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형편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
의 진학을 도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
의 역할이 돈을 벌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시간에 쫓기는 피곤한 이민
생활의 여건들로 인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주
는 것으로 안심하고 내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자녀대
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
고 부모가 어쩌다 진학에 관해 궁금해서 물어

보면 간섭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만다.
자녀의 대학진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
면 팀웍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팀웍으로
준비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내의 모든
일은 어느 한 사람이 100%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함께 하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집안 청소, 잔
디 깎기, 음식 만들기, 식사 준비 등 가능하면
모든 일을 온 가족이 함께 팀웍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대학진학도 자기만의 일이 아니고 가
족 전체의 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부모는 돈
만 벌고 학생은 공부만 하는 분업의 분위기가
아니어야 한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부모
의 협조를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평소에 가족간의 생활 패턴을 서로 돕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학업을 돕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 고학년이 되어 갑자기 새로운 각오로 학
업에 전념하고자 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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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은 단계마다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저학년 때부터 함께 학교 숙제를 하는 것
이 좋다. 이는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
라 자녀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을 말한다.
- 교사와 상담하여 학생의 수업태도를 확인
하여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학생을 포함, 전 가족
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해함으
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듣는 부모로서
의 자세가 필요하다.
- 그리고 성적표에 있는 comment에서 이
상이 있을 때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
다. 자녀의 성적관리는 반드시 부모가 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성적이 부모의 기
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핀잔을 주는 것은 금
해야 할 사항이다. 자녀의 성적 관리는 자녀가
더 나은 학업을 이루어 가도록 협조해주는 것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교 생
활 역시 가정에서처럼 팀웍이 이루어져야 한
다. 선생님과 카운셀러와 학생과 부모가 한 팀
이 되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해
야 한다.
- 대학 진학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출발을
하는 것이고 전공을 결정하는 일은 자녀의 미
래와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공을 결정하는 일은 자녀 혼자 하도록 내버
려 두면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의 지도로 결정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
엇을 잘하는지 어릴 적부터 계속 살펴야 한다.
자녀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
져보자. 자신 있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남들은 칭찬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즐겁지
않은 것, 할수록 기쁨이 배가되는 것 등을 자녀
에게 조목조목 물어보고 자녀 스스로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도록 지도한다.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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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밤늦게까지 있어
주고 밤늦게까지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
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자녀가 공부할 때 뒤에서 TV를 켜지 말고
책을 읽거나 성경공부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 자녀가 밤늦
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반드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친구와 채팅을 하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분
위기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감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성적이 향
상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한 것에 대
해서 reward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용기를 주
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자녀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남기는 것
은 타인과의 비교이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하는 일만큼 악영향을 미치
는 것은 없다.
- 자녀의 약점을 자녀의 면전에서 남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작은 일이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엔 건강식이나 간
식을 제공하면 자녀의 건강도 챙기고 가족간
의 사랑도 더하게 될 것이다.
- 공부하는 중간 중간 10분 정도씩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권고한다.
- 부족한 학과는 개인교수를 제공하여 진
학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가족간의 화목함 또한 절로 생
겨날 것이다.

문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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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변형이다

페르난도 보테르
세

계적인 명성을 얻은 몇 안 되는 콜롬비
아인 중의 한 명인 화가이자 조각가인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1932~ )
의 전시가 NASSAU COUNTY MUSEUM
OF ART 에서 ‘예술은 변형이다(ART IS
DERFORMATION)’라는 주제로 3월 13일
부터 5월 24 일까지 David Benrimon Fine
Art LLC 의 후원으로 열립니다.
일상의 평범한 장소인 침실이나 가족행사,
음악의 황홀한 흥분 속에 있는 사람들, 거리
의 삶 등 시종일관 보테로의 풍만함과 거대함
이라는 ‘BOTERO-ESQUE’가 보여지는 주
제를 잘 설명해 주는 페인팅이나 드로잉, 기
념비적인 조각품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932년 콜롬비아의 안티오키아 디파트먼트
의 수도인 메델린에서 태어난 보테로는 어린
나이에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성숙함은 그가 17살 때 메델린의 신
문인 엘 콜롬비아노에 기고한 삽화가 그려진
기사에 명백히 나타나는데, ‘피카소와 예술의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현대 예술에 대한 그의

선구자적인 사고가 벌써 보여졌습니다.
보테로는 그의 나이 19세에 보고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20세에 보고타의 National Salon에서 2등상을 받습니다. 상금과
전시회를 통해 번 돈으로 대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여
행하고자 했던 오랜 숙원을 이룹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산 페르난도 학원에서 공부
하며 매일 프라도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플로
렌스에서는 산 마르코스 학원에서 공부를 하
며 지오토, 파올로 우셀로 등의 작품에 크게 영
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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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잠시 머무르
며 그는 ‘Still Life with
Mandolin’(1956)이라
는 부풀린 형태가 뚜렷
이 드러난 첫번째 작품
을 완성했습니다. 2년 뒤
그는 보고타의 National Salon에서 ‘Bridal
Chamber’라는 작품으
로 1등상을 받았는데. 만
투아에 있는 두칼 궁전
을 위해 지은 Mantega
의 1474 프레스코 벽화에
서 영감을 받은 ‘Homage to Mantega’라는
작품입니다.
1960년 보테로는 뉴욕으로 가고 이듬해에
뉴욕의 현대 미술 박물관에 그의 ‘Mona Lisa
Age Twelve’가 소장됩니다. 그 뒤 보테로는
점차 붓과 섬유의 흔적을 없애고 대신 부드러
운 부풀린 형태를 선택해서 심미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형태를 변형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콜롬비아에 대해 느꼈던 매력
은 중산층 가족들, 주지사들, 고위 성직자들,
군인들, 수녀들, 창녀들, 그리고 열대과일이 있
는 부유하고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의 삶을 바
탕으로 한 그림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70
년대 말 보테로의 명성은 세계적이 되는데,
1973년 보테로는 뉴욕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그곳에서 조각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삼차원에서의 그의 작품활동은 볼륨과 크기
를 표현하는 데만 전념해온 예술가에게 있어
서는 자연스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떼
로는 자신의 시대를 뉴욕, 파리, 투스카니에 있
을 때로 나눕니다. 대체로 가난하고 척박한 곳
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 다른 라틴 아티스트
들과 달리 그는 그만의 해학적인 화풍으로 그
들의 세계를 밝게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
떼로는 자신만의 작품의 색깔을 위해 역사에
의지했습니다. 지오또, 파올로 우셀로와 같은
뛰어난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받아들임으로써
메델린, 플로렌스, 뉴욕, 파리, 마드리드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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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제공했던 최고의
것들을 그림으로써, 그
리고 중세, 이탈리아 문
예부흥 초기, 라틴아메
리카 식민지 시대의 예
술에서부터 20세기 현대
경향에 이르는 모든 예
술사에서 주제를 끌어냄
으로써, 그것들을 자신
의 독특한 스타일로 변
형시키는데 성공한 것
입니다.
회화에 나타나는 보테
로 특유의 풍만하고 둥
근 이미지는 매우 풍자적인 것으로, 군인들과
부르주아층의 비도덕과 파렴치한 매너, 권력
등을 비난하고 있으나 테마의 과격함과는 달
리 표현은 유머러스하고 유쾌합니다. 또한 기
존의 날씬함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던 풍
토에서 훗날 그의 이런 화풍은 페미니즘 그룹
을 낳을 정도로 가치로서도 인정받게 되었습
니다.
처음 그의 유명세나 업적을 전혀 모른 채,
생각없이 그의 작품을 접했을 때 들었던 느낌,
외모지상주의에 반박하고픈 의지를 담아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그렸나? 하고 혼자 웃었던 기
억이 새롭습니다.
그림이든, 문학작품이든, 혹은 건축물이 됐
건, 역사 속에서 하나의 획이 그어지기 위해서
는 반드시 어떤 식의 꾸준한 준비가 있어야 한
다는 사실을 그의 그림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의 그림과 조각은 전 세계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NCMA 로
떠나볼까요?
주소 : 1 Museum Drive
Roslyn, NY 11576-1138
전화 : (516)484-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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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야기

박혜자 집사

5·6월의 신부들에게

한

국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은 아
마도 5월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미국에
서는 6월의 신부를 가장 행복하게 6월을 아름
다운 달로 인정하고 6월을 택해서 결혼을 하려
고 많은 신랑, 신부들이 오랫동안 준비한다. 실
로 전쟁을 치르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마
음에 드는 장소와 교회를 찾기 힘들고 여러 가
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아 6월은 결혼하기 쉽지
않은 달로 알려져 있다. 젊은 연인들은 동분서
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도 6월이면 장소나 신
혼여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이 매우 심
하므로, 많은 신랑 신부들이 6월을 기권(?)하
고 다른 달로 결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미리 미리 준비하
며 겸손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줄로 생각을 해 본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을 도
와주면서 느낀 점을 아름다운나눔지에서 같이
나누고자 한다.
Pastor Pulvan(풀반 목사님)은 딸 셋에 아
들 하나를 둔 목사로서 평생을 한 교회에서만
계시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인품이 훌륭
하시고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
으로 목회하신 인자하신 목사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의 둘째 딸 Joyce(기쁨)는 보통
신부들과 다른 면이 있었다. 하루는 풀반 목사
님의 사모님께서 내게 전화를 주셨다. 내용인
즉 자신이 약 35년 전에 입었던 오래된 웨딩 가
운을 좀 고쳐야 되는데 자기 집에 와서 드레스
를 보고 의논을 하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주간 토요일 아침으로 시간을

정해서 사택을 방문하고 드레스를 보면서 깜
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모님의 둘째 딸이 꼭 어머님이 입으셨다
는 드레스를 입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드레
스를 살펴보니 레이스가 거의 누런색으로 변
해 있었고 매우 상해서 만지면 헤어질 것 같
았고, 레이스에 달린 꽃 모양들은 너무 드라이
해져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수준이었던 것
이다. 많은 Ruffle Layer들이 층층히 있는 드
레스였는데, 뒷치마의 Ruffle(주름)들은 모두
가위로 베어 내어서 그것으로 자기 딸들이 어
렸을 때 Flower girl(꽃 뿌리는 소녀)의 드레
스로 손수 만들어서 입혔기에 치마 뒷자락은
아예 없는 옷이었다.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우
스운 일이었다.
그러나 Joyce는 꼭 엄마의 웨딩 가운을 입
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씨
가 너무나 곱고 예뻐서 나는 얼마든지 수선을
하고 새 옷처럼 만들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 드
렸다. 그리하여 그 드레스 레이스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레이스를 주문하여 구한
후, 물을 끓여서 Tea bag을 넣고 만든 옅은 물
감으로 그 레이스를 이전과 비슷한 색상으로
물들여서 말린 후에, 사모님 보고 우선은 뻥 뚫
린 뒷부분의 스커트 드레스를 수선하도록 의
논을 드렸다. 그리고 꽃 모양의 레이스들을 하
나씩 잘라 내어서 앞부분에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레이스 부분을 모두 손바느질로 전부 메
워가며 예쁘게 수선을 하도록 가르쳐 드렸다.
그리하여 거의 새 드레스나 다름없도록 사
모님의 결혼식에 입었던 드레스 모양으로 만
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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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ce가 버지니아에서 뉴저지에 계신 부모님
을 방문하는데, 그때에 Veil(면사포)을 자기
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전화한
것이다. 나도 기뻐서 그렇게 도와주겠노라고
했다.

할머님의 정원뜰에서 결혼하기에 꽃은 얼마든
지 있다는 것이다. 또 신부가 드는 꽃다발도
그 집 정원에서 그날 꺾어서 들고 들어가면 된
다는 것이다. 또 레스토랑이나 장소의 구애없
이 그 집 정원뜰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기 때문
에 장소 걱정도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결혼
식 예배를 보고 그 교인의 집 정원에서 준비한
음식만 갖다 차리면 결혼식은 다 준비가 된다
는 것이란다.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였기에
이 내용을 나눔지에 알리고 싶었다. Joyce는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만 성장했
지만, 그녀는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처녀목리
(즉 Internship으로 공부 내지 실습했던 곳)
를 하셨던 곳, 어머님이 늘 그리워하던 곳으
로 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멋
진 크리스찬 청년인 농부(Farmer)에게로 시
집을 가는 것이다.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어머
님이 늘 그리워하던 그 시골 농촌으로 가서 자
기가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와 준비를 갖고 취
직도 그곳으로 알아보아 학교 선생님이 되었
고, 또 멋진 미남 청년을 만나 사랑하면서 자기
의 꿈을 이룬 것이다.

정말로 얼마 있지 않아서 Joyce가 부모님
을 방문했던 때,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녀는
내 집을 방문했다. 그의 아름답고 구슬 흘러가
는 듯 명랑한 목소리를 들으면 꼭 천사를 만난
느낌이었다.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맑고 깨끗
한 눈망울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간간히
농담을 섞으면서 하는 그녀의 대화는 시간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갈 정도
였다. 내용인즉 자기는 면사포를 가장 쉽고 단
순하게, 그러나 예쁘게 만들고 싶단다. 그러면
Crown(크라운 면류관)은 씌우지 않느냐고 물
으니 Crown 대신에 들꽃들로 결혼식하는 그
날 아침에 하얀 들꽃을 꺾어서 면사포 줄에 엮
어서 쓸 것이란다. 그러면 들꽃은 어디서 얻
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곳 버지니아에서 결
혼하는 장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한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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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인가!!
한번 상상을 해 보아라.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
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Joyce처럼 미모
가 있고 지혜 있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자
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서 행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한
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처녀처럼 겸손하고 아
름다운 마음과 여유를 갖고 준비한다면 6월의
신부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Joyce처럼…

박혜자 집사
Helen Park Designer
Tel : 917-208-3334

테마가 있는 여행

문석희 집사

르네상스의 발원지. 여기는 ‘피렌체’

르

네상스의 서막을 올린 꽃의 도시 피렌
체는 베네치아, 밀라노와 더불어 이태리
북부의 부강한 도시국가였다. 이곳은 토스카
나 주의 주도로 르네상스의 발원지였고, 인류
지성사에 빛나는 문화적 가치와 예술의 향기
를 뽑내면서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보유하
고 있는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도시이다.
단테의 생가가 있는 이곳은 베아트리체를
연모했던 그의 영원한 감정이 아름다운 서사
실 쓰여져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단테에 이끌려 뉴욕 출발 9시간 만에 도착한
로마에서 토스카나 지방의 메인 공항인 갈릴
레오 갈릴레이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른 아
침 공항 커피샵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
했다. 이태리의 아침과 늘 함께했던 에스프레
소 커피는 미각을 자극하면서 진한 에스프레
소의 여운을 입 안에 가득 채웠다.
꽃의 도시 피렌체는 미로 같은 작은 골목들
사이에 기념품점과 식당, 카페 등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성당이 많았다. 유럽의 수많은 성당
의 원어 이름을 보면 바실리카(BASILICA)
로 시작되는 성당도 있고 카테드랄(CATHEDRAL)로 시작되는 성당도 있으며, 애글리
제(EGLISE), 두오모(DOOMO), 독일어권
에서는 이름 뒤에 키르슈(KIRCHE), 뮌스터

(MUNSTER), 돔(DOM)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당에 등급이 있기 때문이다. 피렌체
는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에 걸쳐 있는
베키노 다리와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고색
창연한 건물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종탑이 정
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단테와 비아트리체가 처음 만났던 베키노
다리 주변에는 화려한 보석상들이 줄지어 늘
어섰고, 그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 시뇨
리아 광장과 두오모가 나온다. 두오모는 ‘꽃의
성모사원’이란 뜻으로, 피렌체의 상징이며 중
심지가 되고 있어 근처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이 몰려 있다. 특히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전시
되었고, 전시실 규모가 엄청나 우리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만 했다.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
의 보고인 우피치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
요한 미술관의 하나로 건물 자체도 당당하고
화려한 고딕양식의 건축물이다. 전시실에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
등 사진이나 책에서 보았던 눈에 익은 작품들
이 많았고, 라파엘의 검은 방울새와 성모, 넵튠
의 분수와 다비드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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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지 등 수세기 동안 메디치 가문이 소장했
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섬세한 대리석 세공의 진수를 보여 주는 피
렌체의 상징 두오모 성당으로 입장하면, 오밀
조밀하게 조각된 대리석 기둥들과 대형 벽화
들이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3색의
대리석으로 빛나는 피사드 성상과 성경을 주
제로 작품화한 갈베르트의 스태인글라스 작품
이 노을 속에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다. 베네디
토 십자가, 천사 모양의 촛대, 쿠폴라안의 최후
의 심판 등 진귀한 예술품이 전시되고 있었으
며 피렌체를 지켰던 니콜로 기마상은 살아서
뛰는 듯한 생동감이 있었다.

저녁 무렵 미켈란젤로 언덕에 오르면 석양
빛이 시내의 붉은 지붕들과 어우러져 오묘하
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언덕 아
래로 산타크로체 성당, 로벨라 성당, 산로쳐스
성당, 조반나 예배당과 메디체가 추모 예배당
이 보였다.
두오모 성당 앞의 화려한 모자이크 천장을
가진 팔각정은 산조바니 세례당으로 구약성서
의 에피소드 10개를 형상화한 청동문이 있는
데 미켈란젤로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천국
의 문’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단테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작품 신곡에 등장하는 조토의 종
답이 성당과 조화를 이루며 414계단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피렌체는 천재를 많이 배출한 메디치 가문
이 유명하다. 메디치 가문은 3세기에 걸쳐서
피렌체를 지배했고 피렌체의 황금기를 구가하
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명문 가문은 유럽
의 금융과 의학을 주도했으며 명약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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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년동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가
문은 강력한 부를 바탕으로 많은 인재들과 예
술가를 아낌없이 후원했다. 당대 최고의 예술
가와 건축가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의 위대함
은 이들이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이 피렌체를
빛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커다
란 문화재인 것이다.
단테와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지오토, 레오
나르도 다빈치, 도나텔로, 사보니룰라, 우첼로
와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피렌
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배후엔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피렌체는 단테가 아홉살 때부
터 기도하는 베아트리체를 훔쳐 보던 산타마
르끼리타 성당이 있다.
좁은 주택가 골목 단테의 생가와 이웃에 위
치하고 있는 이 성당은 우리 교회의 친교실보
다도 작아 보였다. 성당 앞, 그의 생가 외벽에
는 그의 흉상과 함께 ‘단테 뮤지엄’이라는 구조
물을 설치해 놓았다.
단테는 생전에 단아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소녀, 베아트리체를 발견하고 첫눈
에 반해 버린다. 그리고 그녀를 가슴에 묻고 살
았다. 어느날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다. 베
아트리체는 결혼을 하고 1년 후 사망한다. 베
아트리체는 천국에 있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난다. 이 두 사람
이 죽기 전 그녀와 마주친 산타트리니타 다리
에서 르네상스라는 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몰입 자세
가 아름다움에 매혹당하는 삶을 전면에 부각
시킨 것으로 개인의 감정이 통제된 중세와 결
별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한때 가톨릭교의 금서목록이었던 ‘신곡’이
라는 작품이 인간 욕망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보여 준다면 천사의 거룩한 모습이 아닌 얼굴
로 그려낸 화가 지오토(1266-1337)의 그림은
인간다움의 발견이라는 혁신적 가치를 담아냈
다.
피렌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왔고, 생각해야 세
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래야 다른 세상을 꿈
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 아닌가 생
각해 본다.

맛있는 레시피

이희정 집사

해산물 스파게티
재료 : 스파게티 국수(1box), 오
징어(1/2마리), 큰새우 (10개), fresh
다진 조개(1dozen)나 캔에 든 조
개, 모시조개(2dozen), 랍스터1개
(optional), 병에 든 clam juice(8oz),
양파(1/2개)¸ 마늘(4쪽), 다진 파슬
리(1/2ts), 베이즐(1/2ts), 월계수잎
(1개), 오레가노(1/2ts), white wine,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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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먼저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국수를
삶는다.
2) 국수를 삶는 동안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끓을 때 다진 마늘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
다가 그 위에 양파 다진 것을 넣고 같이 볶는다.

4) 월계수잎(bay leaves), 마른 고추 다진 것(red
pepper), 파슬리, 베이즐, 오레가노, 후추 등의
양념을 넣고 clam juice를 넣은 후 낮은 불에서
3분간 끓인다.

5) 해감시킨 모시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익혀 놓
는다.
3) 적당히 썰은 오징어와 새우, 다진 랍스터, 다
진 조개를 넣고 white wine(1/2컵)을 넣어 뚜껑
을 덮고 5분간 익힌다.

6) 불을 끄고 삶은 스파게티를 4)에 넣어 버무
린 후 그릇에 담고 모시조개를 얹은 후 파슬리
로 장식하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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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나무

김성환 목사

나무 십자가의 부활

어

느 깊은 숲에 나무 가족이 살고 있었습
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다섯 남매.
나무 가족은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받
아 싹을 돋고,
여름이 되면 짙푸른 잎을 키우며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아름다운 옷으로 갈
아입고,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깊은 기도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막내나무는 그 숲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
다.

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리곤 어느 젊은이가 막내나무를 메고 힘
겹게 언덕을 오르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라 하
는 이를 막내나무에 매달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를 안고 서 있던 막내나무가 내려다보니
그 사람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의
발 앞에서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나무는 숲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적 드문 그곳에 한 나뭇꾼이 와서 막내 나
무의 밑둥을 도끼로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든 나무들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 숲의 슬픔이었습니다.

결국 그 젊은이는 막내나무에 매달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나무는 나뭇꾼의 도끼에 쓰러졌던 자신
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나뭇꾼은 막내나무를 꽁꽁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들은 흐느끼며 그 광
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숲에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막내나무는 너무나 두렵고 슬펐습니다.
그런 막내나무를 나뭇꾼은 창고에 다른 나
무들과 함께 쌓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그러던 어느 날, 나뭇꾼은 막내나무로 십자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
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온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는 어느 무덤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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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었습니다.
막내나무는 슬퍼졌습니다.
‘아,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제 나를 잊
었을까?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내나무의 마음속에 불현
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
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려
볼까? 아니야, 나는 예
수님이 못 박히시는
데 쓰인 십자가인걸.
그런 나를 예수님
이 용서하실까?’
그 마음을 아
신 예수님께서 막
내나무를 찾아오셨
습니다.
“나무야, 너의 바라는 것이 무엇
이니?”
“아, 예수님, 다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십
자가를 등에 지시고 막내나무가 살던 숲으
로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막내나무의 가족들과 온 숲은
단 하루도 막내나무를 잊어 본 적이 없었습
니다.
그들은 막내나무를 그리워하며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밑둥이 잘린 채 십자가가 되어 돌아온 막
내나무를 바라보며 가족들은 더더욱 슬퍼졌습
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된 막내나무를 가족
들 가운데 말없이 다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내나무의 귀에 속삭이
셨습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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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나무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막내나무의 몸에서 새싹이 돋고 뿌리가 나
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막내나무가
부활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 보세요.”
“제가 다시 살아났
어요.”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
랐습니다.
그것은 막내나무의 가족
들뿐 아니라 온 숲의 기쁨이었습
니다.
이제 숲의 비는 그치고 모든
나무들의 하염없는 기쁨의 눈물
이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자
신들의 팔을 번쩍 들어 부활하
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
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부활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나무들의 찬양소리를 들어보세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지난 3월 안타깝게 살해된 부산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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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도서관 추천도서 (2010년 5·6월)
http://library.arumdaunchurch.org
믿음이 이긴다 | 존 화이트 [John White] | 생명의말씀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기도, 말씀, 믿음, 인도받음, 악한 세
력과의 대적 등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사이에
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실감나게 보여주며 믿
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방법, 신
앙의 기복 없이 견고하게 삶을 승리로 이끄는 방
법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 김수진 | 홍성사
종교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
던 한경직 목사의 성실한 행보를 정리한 책. 영락
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사업 외에도 보린
원, 다비다모자원, 홀트아동복지회 사역 등 사회
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
던 그의 일면을 담고 있다
잡초의 힘 | 전병욱 | 규장
로마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면서, 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잡초같은 강하고 끝질긴 영적 생명력으로 일어나
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도록 도전하고 있다.
잡초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시대와 세상,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힘을 얻게 됨
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 이어령 | 열림원
‘영성’에 대한 참회론적 메시지이다. 저자가 영성
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성
경을 분석하며 비판을 해온 저자가 어떻게 하나
님을 알게 되고 간구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더불어 저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딸 이민아
의 간증내용과 저자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크리스천 부모학교 | 유영업 | 생명의말씀사
자녀들이 공부와 신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를 훌
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
해 생생한 체험과 사례를 들어 실질적인 방법들
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의 탄생 | 찰스 스윈돌 [Charles R. Swindoll] | 디모데
행복한 가정에는 특징이 있는데 가족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영적인 헌신을 공유하고, 자유와 은혜
를 누린다는 점이다. 저자 자신의 경험과 수백 명
의 부부들을 상담하여 얻은 실제적인 적용을 통
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
야 할지 몰라 좌절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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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생활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기도인생
기독교인이 왜 자살하는가?
기쁨의 영성
넥스트 처치
두려움 깨뜨리기
드림의 비밀
레프트 비하인드 8 - 악마의 표
리더여 내려오라
만화 요한계시록 1-2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 주와 함께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벨탑에 갇힌 복음 -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바이블 루트 - 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DVD)
법으로 사랑하다
베드로 나를 따르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
산마루 묵상
선교와 돈 - 부자 선교사 가난한 선교사
성경 대특종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성령론 입문
성화란 무엇인가
싫증 -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여러분
열린다 성경-동물 이야기
요나단 - The Prince
이단대처를 위한 진검승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잡초의 힘
존 비비어의 은혜
존 웨슬리의 삶의 3가지 원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영합본)
증언
지성에서 영성으로
진정한 부흥 로마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
크리스천 부모학교
평범함 속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
행복한 가정의 탄생
허드슨 테일러
헨리 나우웬 내 영혼의 친구
호호 아줌마의 사랑 보따리

권혁승
오대식
류태영
김충렬
강준민
에디 깁스
엘리제 피츠패트릭
스탠 & 린다 톨러
팀 라헤이
빌 로빈슨
백금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앨버트 몰러
존 화이트
행크 해네그래프
CBS 바이블루트 제작팀
권오승
스캇 워커
로널드 내쉬
이주연
조나단 봉크
닉 페이지
앤소 F. 레이니
최윤배
싱클레어 퍼거슨
김남준
송삼용
최대복
김수진
윤항기
류모세
프랜신 리버스
김주원
캠벨 몰간
전병욱
존 비비어
루벤 잡
오스왈드 챔버스
김길
이어령
조경호
스토미 오마샨
존 맥아더
유영업
R. A. 토레이
예지서원
찰스 스윈돌
송삼용
베스 포더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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